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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성마비장애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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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 다음
으로 출현율이 높지만, 고용을 비롯한 사회참여는 활발하지 못하다. 그 원인으로
는 중증과 중복장애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은 특성과 일반고용에서의 
뇌병변장애인 적합직종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립생활
운동의 확산과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고
용이 다소 늘어난 측면도 있으나, 그들의 역할과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병변장애인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에서의 역할, 근무환경, 근로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향후 뇌병변장애인
의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10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 종사 경험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9명의 사례를 조사였으며,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
석결과 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은 취업전후로 구분되었는데, 중분류는 6개, 소
분류 범주는 13개로 나타났다. 취업 전에는 ‘차별경험’, ‘복지분야 취업기회경험’
으로, 취업 후에는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 ‘근로환경과 
직무에 대한 적응’, ‘자립경험’, ‘고용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로 범주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분 장애인일자리사
업의 체계화와 특성화, 이들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배치, 장애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부여,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심리상담 지원체계 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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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은 253,493명으로 15가

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1,267,174명), 청각장애(271,843명), 시각장애

(252,794명)에 이어 많은 장애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출현율은 0.52%로 지체장애

(2.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의 고용률은 12%로 고용률이 가장 낮은 유형인 정신장애

(11.6%)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고용률이 높은 안면장애(59%)와 비교했을 때 

5배, 지체장애(44.3%)와는 3.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원인은 타 장애유형 

보다 높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과 중복장애의 비중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뇌병변장

애인은 중증의 비율이 68%로 전체 장애 평균 32.8%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 출현율은 0.61%로 지체장애 2.61%와 청각장

애 0.64% 다음으로 높다(김성희 외 2017). 

이 같은 현실에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확산으로 한국

의 장애인 복지에 있어 뇌성마비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사이

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뇌병변

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고용도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

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

서 시작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같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그동안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온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확

대와 고용 증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를 중심으로 수행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인턴제의 뇌병변장애인의 참여 현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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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3%지만 서울시의 경우 25%인 것으로 나타나 뇌병변장

애인은 장애특성 상 일반사업체보다는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사회복

지 분야에서 고용의 기회와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뇌병변장애인의 고용과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는 일반사

업체보다 사회복지 분야가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병화 외(2015)는 뇌병

변장애인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무 중 자

립생활센터 운영, 동료상담가 등 직종을 제안하였으며, 이달엽(2016)은 뇌병변장

애인의 직업 현황과 관련하여, 장애인 관련기관 4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반사업체 2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6.6%, 기타 6.3%인 것으로 나와 

어느 분야보다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김재익(2018)

도 뇌성마비근로자들은 일반회사에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립생활

센터가 장애인 단체이자 복지 제공처로서 뇌성마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

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근로 경험에 관련된 질

적연구나 별도의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부분적

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서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애인 고용이 신장되어 왔음에도, 중증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은 맞춤형으

로 전환되고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직무역량도 과거에 비해 신장되고 있기에 향후 

뇌병변장애인 관련 고용정책은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

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로서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적응과정은 어떠했는지, 근로환경이나 지원정책은 

어떻게 근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도 살펴보고,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사회복

지 분야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관련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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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뇌병변장애의 개념과 특성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그 특성상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동반한다(김현승·민혜영 2019).

뇌병변장애는 1962년 「공무원연금」에서 반신불수 등에 관한 내용이 국내 최초

로 포함되었고, 1982년 「장애인복지법」의 근간이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

정되면서 뇌병변장애가 포함되었으나, 지체부자유자의 하위 항목으로 규정되었다

(김현승·고은 2018). 199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체부자유자가 

지체장애인으로 변경되어 지체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정부가 장애범

주의 선진화를 위해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00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2월에

는 정부가 장애유형의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뇌병변장애가 지체장애로부터 분리되

어 별도로 등록이 가능한 장애유형으로 추가되었다3). 

뇌병변장애의 세부장애 유형은 발생원인 및 시기, 병태 양상, 장애경험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박희찬 외 2015),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그 외의 모야모야병과 같은 질병으로 발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뇌성마비는 

대부분 선천적 원인 혹은 생후 2년 이내에 발생하여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발달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은 

후천적 장애로 대부분은 성인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생애주기 측면에서 다른 특성

이 있다(김현승 외 2018). 

3) 199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정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결함의 5종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동 법이 
개정되면서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를 추가하여 총 10종의 법정
장애를 인정하기 시작함. 이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년~2007년)」(관계부처
합동, 2003)에 따라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
장애인(현 뇌전증장애), 총 5가지 종류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며 범주가 이차적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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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도 뇌성마비 장애인을 중심으로 특히 직업

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의 경우에는 성인기 이후 후천

적으로 경험하는 뇌병변장애이기 때문에 생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뇌성마비 장애

와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뇌졸중은 노년기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경험과는 더욱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으로

서 가장 취업과 근로경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에 본 연구는 초점

을 두었다.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장애인으로서 사회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성인기에 접어드는 뇌병변장애인은 취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애유형이라는 조사결과(보건사회연구원 

2018)에 따라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과 근로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2. 뇌병변장애인 근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뇌병변장애인의 고용, 취업, 근로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전후이

다. 2000년 이전에는 지체장애로 분류되어 관련 연구도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으며, 여기에 뇌병변장애가 일부 참여하는 것이어서 뇌병변장애만의 특성

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00년 이후 뇌병변장애가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주제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뇌병변장애인의 낮은 고용 현황을 장애특성에 기인한다고 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성규(2009)의 연구에서 뇌병변장애인은 경직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

가 지속적으로 높아서 비장애인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신체적인 작업에서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업무가 가중되는 환경에서는 업무효율

성이 떨어지기에 고용 및 고용 유지가 가장 어려운 장애인으로 다루어졌다. 김재익

(2018)의 연구에서도 뇌성마비 장애는 뇌의 신체근육조절 기능의 결핍에 따른 

증상이기 때문에 손으로 밀기, 압박하기 등 근력이 약하고, 힘의 조절, 근육운동의 

협응작용, 구부리기, 올라가기, 서있기, 이동, 글씨쓰기, 옷 입기의 어려움 등 일상

생활 동작관리에 애로점이 많은 편이고,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시지

각 운동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즉, 장애 특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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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이 일반 고용 환경에서는 맞는 직무를 찾기 어려우며, 뇌병변장애인

의 고용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요인은 장애 특성 외에도 뇌병변장애인의 심리적 

특성도 원인으로 연구되었다. 김재익(2001)은 뇌성마비장애인은 유년기 이전에 

장애를 판정받은 관계로 심리·사회적 갈등이 심한 장애 부류에 속하며 개인에 따라 

장애특성이 달라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에도 너무나 다른 문제와 고

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뇌성마비장애인은 자아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평가절하된 사회적 영향에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김재익 2001; 

임종호 2006), 대체로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대하여 심한 열등감과 비장애인 및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대인관계가 수월하지 못하고 심리적 긴장감이 대단히 높

다(김재익, 2018). 뇌성마비장애인이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가족 내에서는 

고립감을 느끼고 또래집단에서는 심리적으로 거부되는 등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면

서 좌절감 및 무력감을 느낀 것이 성인기의 사회생활 및 직장 내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는 사회생활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비독립성, 

자기중심성, 책임성 결여와 같은 문제적 특성으로 나타난다(김재익 2001; 임종호 

2006;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4). 뇌병변장애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낮은 고

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뇌병변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에는 뇌병변장애인 개인의 장애특성이나 

심리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고용환경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도 

일부 있었다. 임종호(2006)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 연구에서 뇌성마

비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고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이 고

용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또한 손용근(2008)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괜찮

은 일자리를 개발, 육성과 장애유형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성규(2009)는 고용된 뇌병변장애인의 조직몰입을 위하여 

직무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적지원의 효과성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

스의 제도화 검토, 재원검토, 전달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더 나아가 대중교통수단 및 이동에 관련된 편의시설의 설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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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권미정 2005). 문정란(2008)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견지해 볼 때, 경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득확보와 관련하여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달엽(2012)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1995년 시작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

별전형을 통해 고등교육 참여의 기회를 늘렸지만, 이에 맞는 환경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차별로 인해 자신이 원

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우 열악한 직업

에 종사하거나 교육 수준과 비교하면 소득이 현저히 낮은 직업을 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과 장애특성에 맞는 직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박주영(2019)도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의 비교 연구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이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환경변화, 직무개발과 같은 취업자를 늘리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개인특성과 정책적 환경특성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이 어떻게 사회에 

진입하며, 근로를 하고 있는지, 근로가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연구한 논문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경험을 면밀하게 살피고, 

더 나은 고용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사회복지분야 장애인의 근로 대한 선행연구 고찰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다른 

분야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장애인은 취업하기 어려운 분

야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은 사회복지의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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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연구도 비장애인 

종사자의 근로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이후에야 자립생활센터 

확산과 함께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 등에 취업하면

서 일부 관련 연구가 수행된 수준이다. 

이경준, 양희택(2009)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직무환경과 직무관련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중증장애인들에 있어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직무환경과 직무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내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근로시간의 연장이나 직무환경 개선보다는 장애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급여 보장에 대한 

고려와 근무 기회의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개인별 능력을 직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됨을 시사해 주었다. 결론으로는 첫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지적인 제도적용, 둘째, 사회서비스의 확대, 셋째,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

하는 것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지혜(2011)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의 종사자로서 어떤 경험하고 있

는 지를 알아보았는데, 연구결과 장애인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해

서는 낮은 임금이나 근로지원부족 등 직무환경에 불만과 지역기관들의 비협조, 

지역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답답함과 동시에 실적 

위주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증장애인들은 점차 센터 내에서 밀려나는 불안

감을 호소하였다. 결론으로는 자립생활센터만을 위한 평가지표개발, 복지관과의 

역할분담, 장애인 고용규정의 상향조정, 근로지원제도의 현실화, 근로시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권의 탄력적 유지, 장애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이들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상자로만 접근하던 중증장애인을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한 몇 안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그 대상자가 자립

생활센터 종사자로 한정되었다는 것과 여러 장애유형을 포괄하여 특정 장애유형의 

특성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복지

관 등 사회복지 관련 전반에 걸쳐 종사한 경험을 듣고 뇌병변장애 특성을 위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 101 ｜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복지분야 근로 경험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역할

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는 경험이 발생하는 상황적 조건에 대한 가공이나 통제

를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례가 경험한 현상의 중요한 의미와 속성을 밝혀내며, 또한 현상과 과정을 흐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맥락 속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Yin 

2009; 이용우 외 2018).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10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장애인자

립생활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가 의미하는 

근무경험은 단편적인 참여를 넘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된 과정과 조직에

서 경험, 여러 역할에 따른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를 알아내기 위해선 

10년 이상의 경력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 사례에 관한 것으로 어느 특정 기관의 경험이 

아닌 두 곳 이상의 경험을 통해 기관 형태에 따른 조직환경과 직무를 비교하고 

조직원들 간의 관계와 장애이해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역할뿐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역할 등 종사자로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진솔한 사례를 듣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장애인

단체와 자립생활센터에 의뢰하여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으며, 참여 희망자는 연구

자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받은 뒤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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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인터뷰 시간

과 장소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9명으로 근무경력은 10년에서 20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근로 경험이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8명, 여자 1명이고, 

연령별로는 30대 1명, 40대 7명, 50대 1명으로, 장애 정도로는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익명성과 해당 사회복지 기관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름과 단체명은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참여
자

소속 사회복지 기관 유형 방식 성별
장애
정도

연령
근무
경력

A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A장애인단체 대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B B, C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면 남자 중증
40
대

15년 
이상

C
B장애인단체, 

D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장애인복지관

비대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D A장애인보호작업장, C장애인단체 대면 남자 중증
50
대

20년 
이상

E D장애인단체, E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면 남자 중증
30
대

10년 
이상

F F장애인자립생활센터, E장애인단체 대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G G장애인자립생활센터, H장애인단체 서면 남자 중증
40
대

15년 
이상

H H, I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대면 여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I J장애인자립생활센터, F장애인단체 서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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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개별심층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인터

뷰 방식은 대면 인터뷰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관계로 5명만 대면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었고, 이 중 3명은 1:1로 

2명은 참가자 사정상 동시에 진행하였고, 4명은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

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뇌병변장애 특성상 언어장애가 심한 참가자 2명은 원활

한 진행을 위해 서면 답변을 병행해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한 명당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

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필요한 질문과 응답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 인터뷰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하나 질문을 하고 참여자가 답변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연구자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로서 참가자와 라포를 형성하는데 수월한 점이 

있었으며,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들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진행 할 수 있었다. 배경에 관한 질문 등 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은 당사자가 불편한 경우 일부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불편하다면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

였으며,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참여자 질의서>>

○ 지금까지 본인이 근로자로서 경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분야 선택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직무 배정에 있어서 본인의 장애가 고려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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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주제 개념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주제

와 관련한 국내 학술지 연구물들을 참고하였다. 인터뷰 기록의 목적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였고,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며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기간에 연구자료는 지정된 컴퓨터 이외에서 열람하지 않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와 기관실명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기관명 대신 영문 알파벳을 부여

하여 분석하였다. 

5. 분석방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take(1995)가 질적 

사례연구 분석방법으로 소개한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범주 합산과 직접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하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는 방식이며,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의 기본적인 전략은 개념구축을 지향하는 모든 질적 

연구방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유영준 2009; 허미화 역 1997). 자료분석의 

기본적인 절차는 심층면접의 녹취록에 대한 개방코딩(open-cording)과 의미단위

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심적인 범주들을 찾았으며, 

새로운 범주들은 기존의 범주들과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 직무를 수행하는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직원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으로서 장점은 무엇입니까? 
○ 직무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 퇴사 혹은 이직을 했거나 고려 중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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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을 위하여 인터뷰 완료 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고 사례 내 분석

(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줄 

단위 분석을 통해 사례 내 분석은 개별 사례에서 뇌병변장애인들이 취업 과정에 

겪은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고 사례 간 분석에서 개별 사례들 간의 

공통점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근로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 

사례 내 분석은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복지분야 근로 과정, 경험,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취업 과정으로는 일자리사업의 참여가 계기로 

작용하였고,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와 조직환경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근로 경험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1) 참여자A

40대 중반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로 들어온 계기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로 

파견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이직하였으

며, 중간관리자를 거쳐 가장 최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까지 경험하였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나 그 

장애인특성에 맞는 직무를 배정해주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얘기했다. 

2) 참여자B

40대 초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만 15년 이상의 근무경

력을 가지고 있다. 취업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취업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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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참여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취업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경험

이 있다. 전혀 다른 환경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경험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근로동기는 조직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애특성이 반영된 근무환경과 

조직원의 이해에 따라 장애인의 근로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였다.

3) 참여자C

연구참여자 중 장애인복지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유일한 장애인으로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로 경험

을 보유하였다. 특히 언어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

며 이러한 특성은 직무와 조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뇌병변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참여자D

참여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50대 중반으로 20년 이상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보유하였다. 특

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기 이전인 시기부터 근무

를 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참여를 통해 인식개선에 대한 중요성 등을 얘기

해주었다. 

5) 참여자E

참여자 중 가장 젊은 30대 후반의 참여자로 10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근무경력

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참여자와는 다르게 학창시절부터 사회복지분야로 진로를 

선택하여 나이에 비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자립생활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

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우선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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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6) 참여자F

4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한쪽이 마비된 편마비뇌병변장애인이다. 취업을 

위해 장애인 전문직업학교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았으나 뇌병변장애라는 이유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취업으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

한 경험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 중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아 상대적으

로 장애가 덜 심한 참여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를 통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에

게 미안함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7) 참여자G

4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험이 있으며 

참여자 중 가장 언어장애가 심한 관계로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에 장애특성으로 인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맡은 업무는 문서작성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직무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장 힘들어했던 업무는 대외

활동과 같은 것들이었다. 

8) 참여자H

유일한 여성 장애인 참가자로 10년 정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경력을 가

지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

여 중이다. 참여자H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불규칙성과 참여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뇌병변장애인 고용이 활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9) 참여자I

4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처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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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취업을 위해 고용공단에 지원하였으나,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장애인단체에서 중간관리자까지 진급을 하였으나, 

진급할수록 늘어나는 업무량과 장애인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직무배정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으나, 근로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간

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인력지원체계와 장애특성이 반

영된 직무배정,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얘기했다. 

2. 사례 간 분석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2>와 같이 2개의 대분류, 

6개의 중분류, 13개의 소분류로 나타났다. 분류기준은 취업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 취업의 동기, 조직에서 역할, 직무 수행 어려움, 정책지원 활용 여부, 근로의 

의미를 알기 위해 <표2>와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어떤 경로로 사회복지분야로 

진입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취업전과 후로 구분하였으며, 취업 전에는 뇌병변

장애인은 취업의 장벽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당사자들 간의 

자조모임을 넓혀가거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접하면서 사회복지분야로의 취업 기

회가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취업 후에는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근로환경과 직무에 적응하고자 정책자원을 활용하고 

개인의 강점을 살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경험

하고 있었으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취업전

차별을 경험함
취업의 장벽을 느낌

고용훈련분야에서도 차별을 받음

복지분야 
취업기회가 생김

동호회모임 등 자조집단의 활성화 됨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의 기회가 생김

<표 2> 분석결과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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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전 

  (1) 차별을 경험함

    ➀ 취업의 장벽을 느낌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생활은 출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으며,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였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 장애인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졸업 후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하거나 교육과정에서부터 뇌병변장애는 차별을 받아

왔다. 대학에 진학한 6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곤 이들의 대학교 전공은 

행정학, 경영학, 영문학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해당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공을 사회복지로 선택한 참가자도 본인의 의사

보다는 주위에 권유로 선택한 것이었다. 

참가자 E

제가 장애인이어서 사회복지로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추천해주셨습니

취업후

개인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

언어 특성으로 인한 조직내 부조화를 경험함 

조직과 나 사이의 업무 속도에 격차가 발생함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조직의 이해가 부족함

직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함

인적지원 정책활용을 통해 직무를 수행함

장애특성을 살린 직무가 주어짐

자립을 경험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이 생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경험함

뇌병변장애인 
고용정책변화를 

요구함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개발이 필요함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용안정 정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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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는 전자기술하고 컴퓨터로 가려 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신체

검사 같은 것을 해서 떨어져서 인문계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사회복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복지관하고 자립생활센터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➁ 고용훈련 분야에서도 차별을 받음

장애인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한 참가자들도 전공을 살려 취업한 경우는 없었다.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직업훈련의 과정을 마쳤더라도 취업 과정에서는 차별

을 받았으며, 전공을 선택하는 데도 뇌병변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이 같은 차별과 취업의 높은 벽은 장애인 전문 고용지원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고용지원도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은 어려웠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취업 연계프로그램도 이들은 차별을 경험하였다. 

참가자 B 

직업훈련으로 웹디자인을 배웠는데 컴퓨터로 하는 건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어려워했고 배웠지만, 컴퓨터를 기술적으로 배우는 건 반복훈

련이 돼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정을 마쳤습니다. A장애인

복지관에서 취업훈련연계사업으로 한 겁니다. 거기도 차별이 있었어요. 

경증장애인들은 취업이 잘 되었는데 저 같은 뇌성마비와 보장구를 사용

하는 장애인들은 취업하기 어려웠습니다.

참가자 I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

였으나 한 번도 소개받은 적은 없습니다.

  (2) 복지분야 취업기회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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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동호회모임 등 자조집단이 활성화됨

참가자 중에는 사회에서 받아 온 차별과 경험이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처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동호회 

같은 모임이 발전하고 확장하여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가자B 

자립생활센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는 검색을 해서 장애인 청년학

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조모임을 

시작해서 청년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청년학교에 다니게 되고 정식취업

을 해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참가자G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오다가 대학 시절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되어, 당사자 운동인 장애인 운동을 

업으로 삼게 되었고, 정치에도 관심을 두게 되어 정당의 당직자도 하게 

됨. 장애를 고려했다기보다는 장애 때문에 가지게 된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➁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짐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이 사회복지분야로 취업하게 된 동기는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그 당시 확산하고 있었던 

자립생활센터와 연결되어 정식 직원이 되거나 장애인단체에 취업하게 되었다. 이

는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고용 분야의 창출과 더불어 무언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자신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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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 할 기회가 없었던 장애인들은 그 기회를 살려 취업까지 성공한 좋은 사례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A

사회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 만들어주고 주민센터

나 관공서에서 근무를 해야 했는데 저는 주민센터에 신청했고 그쪽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소개하여) 알게 되었고 전 회사에서 계

약이 끝나고 자립생활센터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여서 사회복지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I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알게 돼서 자조모임부터 활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시작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참여하면서 자립생활센터 업무를 조금씩 맡게 되었고 이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여 10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2) 취업 후 

  (1) 개인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

    ➀ 언어 특성으로 인한 조직 내 부조화를 경험함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뇌병변장애 특성 중 하나인 언어장애가 조직생활과 직무수

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로 대인관계에 문제

가 생기기도 하였고, 언어장애가 심한 참가자들은 본인의 언어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며, 직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언어장애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부담스러워 했으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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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의 형태 즉 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조직구성원에 따른 조직의 분위기가 이들이 종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

다. 조직원 중에 장애인이 많거나 장애 감수성이 높은 관리자 혹은 대표자가 있는 

조직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이 쉽게 적응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조직원이 모두 비장애인이거나 관리자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직무 수행과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

기도 하였다.

참가자 A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

서 오는 힘든 점이 스트레스여서 회사를 오래 못 다닌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잘못 들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참가자C 

힘들었던 점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대인관계가 좋다고 해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회의시간에서 말을 할 때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 회의시간에 

제 주장을 제때 못했고 제 말을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참가자G 

아무래도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익숙한 사람들

과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참가자E

언어장애 때문에 아무래도 항의 같은 거 잘 못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하고는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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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데 관리자가 문제였죠. 단체장이나 회장 같은 단체장이 힘들었어

요. 

    ➁ 조직과 나 사이의 업무 속도의 격차가 발생함

참여자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비장애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직무를 해야 하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뇌병변장애인 특성을 이해해주지 않는 조직문화라 할 수 있다. 참가자 

중에는 처음 취업했을 때에는 본인 장애의 특성에 맞는 업무와 업무량을 조절해주

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힘들어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량보다 2배, 3배 이상의 업무를 해야 하는 예도 있었으며, 육아휴직으로 발생

한 빈자리를 본인이 대신 업무를 해야 하는 예도 있었다. 

참가자 A 

업무량이 제가 가진 장애 때문에 속도를 냈어야 했는데 속도를 내지 

못해 제 성격에 지쳐서 그러다 보니 많이 옮겨 다닌 것 같습니다. 서류작

업인데 예를 들어 서류의 양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10장인데 센터에서 

원하는 건 70장을 원했습니다. 

참가자F 

저 같은 경우는 전직 장애 간사로 일했어요. 전에 일하는 데가 IL센터였

는데 국장은 육아휴직으로 팀장 일을 이어받아서 팀장은 중간관리자 역

할보다 간사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것 없이 

물 흐르듯이 일했는데 글쎄요. 

    ➂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조직의 이해가 부족함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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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인 언어장애로 조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사소한 오해와 갈등

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생활을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참가자F

같은 공간에 있더라고 서로 장애 공감을 못 해서 그런 걸 장애 감수성이

라 말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들은 종종 발생하고 전 직장

에 대표님도 뭔가 말을 하면 씹히다 보니까 말 잘하는 전 직장에 대표님도 

뭔가 말하다가 말 잘하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면 무시당하는 형태

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 이러니까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른다,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4) 직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함

    ➀ 인적지원 정책 활용을 통한 직무를 수행함

장애특성과 조직의 이해부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

며,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인적지원정책이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지원은 근로지원인이나 활동지원사 같은 인적지원으로 

보조기기와 같은 물적 지원의 경우 책상과 의자 같은 사무용품 지원이 전부였으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지원인력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참여

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70%라고 응답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원분야로는 문서작성, 서류관리, 의사소통지원이 주

를 이루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의 경우는 사무보조에서 

기본인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인력이 연결되는 때도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조직에서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만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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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근로지원인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상황으로 인해 정말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었다. 

참가자 A

제가 하는 일이 100이라고 하면 70% 근로지원인이나 활동보조인을 

의지했습니다. 나이가 20대인 분들은 더 빠르게 해주었습니다. 

참가자 B 

한 30~40% 정도 그것도 가늠하기가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그분이 센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전에 활동지원인은 제가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만 파일을 

끼워줬고 주말에 나와서 내가 다했는데 지금은 굳이 주말에 하지 않아도 

할 만큼 다 해놓고 들어가고 요령이 생겨서 하루에 한두 가지 일밖에 

안 해요. 

참가자C 

한 4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 업무이니까 했고, 주로 언어

보조, 저를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제가 손이 불편해서 서류 옮기고 정리

하는 그런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가자I

제가 10년간 장애인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근로지원인 혹은 활동지원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지원인이나 활동지원인의 장애인 

당사자가 도와줄 수가 있고 업무지원도 장애 업무만 보조해줘야 하는데 

종종 근로지원인에게 장애인의 업무가 아닌 사업체의 업무를 부탁한 때

도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요청을 최고 관리자나 제 상사가 부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절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 업무가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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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쉬운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지원인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 

필요한 업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관련된 최고 경영자나 직원

들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➁ 장애특성을 살린 직무가 주어짐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한 후 이들의 직무는 주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작성, 보조금 사업 진행과 같은 직무를 했다. 직무 배정의 특징으로는 

장애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언어장애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기획, 기사작성,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작성 같은 직무가 배정되었으며, 대외활동이 가능한 참가자는 

연대 활동 같은 대외활동이 주 직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뇌병변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이러한 역할

이 주어졌을 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살리고 고용도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 B

제가 근로자로서 경험한 것은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에서 일했고 동료상담과 일지를 쓰는 것을 주로 했었고 지금 있는 

센터에서도 권익옹호 전반적으로 서울시(보조금) 사업이라던지 전체 연

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C

제가 글 쓰는 것에 소질 있는 것 같아서 그 뒤에 그러한 업무를 맡았습

니다. 제가 언어장애가 많으니까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것에 저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G

장애인단체 실무자로 시작해서 지역복지단체 실무자, 장애인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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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실무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모사업 연구원(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조

사), 진보정당 당직자를 거쳤고 사업계획 및 집행, 정책제안, 성명 및 

논평작성, 자조모임 조직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5) 자립을 경험함

    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이 생김

참여자들에게 사회복지분야의 근로 경험은 단순히 취업 기회제공, 직장체험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취업을 위해 여러 분야에 도전하였으나 

늘 좌절되고 차별 받아 온 참여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존재감 느끼고,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

하였다. 

참가자 A

제가 근로자로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느

낌이 들었습니다. 중간관리자와 대표자의 경험을 통해 조직 구성원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➁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경험함

특히 성인이 되어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취업에 계속된 좌절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물려면 이들의 경험은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참가자 A

그동안 부모님에게 의존해왔던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이나마 제가 급여

를 받음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 119 ｜

참가자I

대학만 졸업하면 사람 구실은 할 수 있겠지 하고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

면서 공부시켰는데 막상 졸업 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암담했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자라사업을 소개받

았고 이게 계기가 되어 단체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뇌병변장애인 고용정책변화에 대한 요구

    ➀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개발이 필요함

뇌병변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선 뇌병변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특성이 반영된 역할부여, 꾸준한 직무개발

과 더불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하나의 사례로 한때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현재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행정서류 중심의 업무가 많아져 중증장애인을 거의 볼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직무가 행정서류 작성이 주를 이루게 되어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결국, 성과와 속도 중심의 사회복지 분야의 

수행 평가 방식이 뇌병변장애인의 역할을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참가자A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한데 속도가 느린 것도 개성으로 봐줘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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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습니

까? 그런데 규정이 많고 주요 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주를 이루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오히려 없습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

으로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업무에 대한 고정적

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할당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는 

장애인들만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➁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용안정 정책을 요구함

뇌병변장애인은 무엇보다 또한 고용안정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10여 

년 이상 사회생활을 이어온 연구참여자들은 수많은 장애인 고용정책이나 지원사업

을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생존한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불안

하고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참가자E

고용이 안정되어야 해요. 제가 보기엔 3가지가 있어야 해요 사람 인식

이 아직 장애인들은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막말로 지적장애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한다고 고정관념이 생겨요. 일단은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장애인에 

대해 업무가 장애인 맞춤 업무가 없어요. 그게 빨리 돼야 해요.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돼야 해요 아직 노동부에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고 되어있어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뇌성마비도 근무에 맞는 돈을 

못 받고 있으므로 제가 생각한 건 고용도 고용인데 이런 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가자F

일단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어딘가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선뜻 마음을 먹고 못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람의 역량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 121 ｜

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편의시설의 확보도 100%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의사소통 보조기기 말씀드렸지만 하나

씩 확대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이 취업환경에 노출되

기다 싶지가 않아요. 20살 무렵에 만났던 친구들이 복지관 같은 보호작업

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의 수준이 차이가 났는데 

그때는 괜찮았던 친구인데 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에서 맨 날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등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표현도 못 

하고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들도 몇몇 봤죠. 

참가자H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후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장애

인들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규직이 되면 되는데 

이게 1년만 하면 끝나요. 근데 1년 끝나고 장애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거는 진짜 한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수급자 받으면 일 못하는 거고 안 받으면 일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인지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Ⅴ. 결론 및 제언

뇌병변장애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도전을 하였으나 결국 

좌절되었으며, 그나마 뇌병변장애인이 취업할 방법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같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가 유일하였다. 이 

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 

생활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파견되는 형태

로서 뇌병변장애인은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로 종사하게 되었다.

뇌병변장애인이 주로 해왔던 직무로는 동료 상담과 권익옹호, 소식지 발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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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성명서 작성과 같이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행정서류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의사소통

의 문제로 특히 언어장애가 심할수록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본인의 언어장애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대외활동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특성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조직원들

로 인해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하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사회복지분야는 분명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역할이 

존재하고 필요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상자들과의 소통에 있어 

비장애인 종사자보다 장점이 있었고 자신의 장애를 근로에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근로를 통해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경제적인 활동으로 가족들에게 당당함을 느끼며 살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도 받고 있었고, 그런데도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 

같은 인력지원이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3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원인력은 문서작성, 서류관리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을 해주

었다. 하지만 뇌병변장애인은 여전히 조직 내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역할이 부족함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여러 장애유형 중 아직도 사회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견이 심하고, 특히 고용관련해서는 더욱 큰 차별을 

느끼고 있었으며 10년이 넘게 일하고 있음에도 뇌병변 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직무

가 부족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을 통한 향후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장애특성을 고려

한 체계화와 특성화가 필요하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

의 취업 경로는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구직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뇌병변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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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취업전문업체를 통한 취업은 0%로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뇌병변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취업이 어려우며, 취업전문기관에서

도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에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참가

자들이 10년에서 15년 전에 경험했던, 취업의 장벽이 높은 상황과 오늘의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경로의 유일한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일

자리 사업은 1년 단위의 단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에서도 뇌병변 장애인

과 같은 중증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차별화 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중증 뇌병변 장애인 참가

는 낮다. 

또한,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환경에

서 직무를 수행하며 일과 삶을 영위해 나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2019년 발생한 

설요환 동료지원가의 자살사건이 이를 증명하였다. 그는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업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뇌병변장애인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 

중심의 양적 성과를 요구하는 현실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는 공공 

부분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사업비만 지급하고 그 직무와 역할은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

터에 위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내용과 사업비만 주어지는 형태보다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속도나 성과 요구 및 평가와 관련해서도 중증장애인을 고려한 

체계적 직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뇌병변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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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근로지원인과 같은 인적지원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는

데 이성규(2009)는 뇌병변장애인은 근로지원(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때 직업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평균 43.8%의 작업능

률로 근로지원을 받을 때의 작업능률과 비교한다면 56.2%의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김재익(2018)도 뇌병변장애인은 근로지원

서비스는 70.8%가 경험하였으며 86.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도 근로지원인과 같은 인적지원을 받는 뇌병변장애인의 직무

를 수행하는 데 있어 30~7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지원하는 데 있어 보조기기와 같은 물적

지원 보다는 인적지원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근로지원인의 보조

분야로는 문서작성, 서류관리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 보조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지원을 위해서 그만큼 뇌병변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근로지원인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지원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와는 다르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이수 시간도 없으며 그 

자격기준도 없다. 적어도 근로지원인을 위해서 문서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지원체계에서는 그 기준이 엄격하지 못해 본인이 원하

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 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배치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질 높은 근로지원 인력이 배치되려

면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보장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지원인은 

최저시급의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다는 아르바이트 개

념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다. 장애인과 근로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맞추고 직무를 

함께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뇌병변

장애인은 장애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직무 만족이 높았고 성과도 

좋았다. 참가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차별

화된 이들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그 외 여러 임무를 수행했을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 125 ｜

때 피로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 퇴사나 이직의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 장애인

복지 및 자립생활 지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자립생활 계획기획, 동료상담, 권익

옹호, 정보전달과 같은 직무는 장애인이 수행하고, 보조금 사업 진행 시 회계, 

행정서류의 업무는 되도록 비장애인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만이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국가보조금 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300여 개에 달한다. 이 센터 내에 장애인 근로자 수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점점 비장애인 중심의 조직이 되어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중증장애

인 근로자 비율을 정하고 직무에 대한 구분이 되는 형태로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장애

인 근로자에 대한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며, 장애특성이 고려된 직무개발

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기관 내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사회복

지종사자들은 뇌병변장애인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으며, 다

른 장애 유형보다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높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데, 소통이 중요한 복지 현장

에서 언어장애는 갈등과 소통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장애인의 퇴

사나 이직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관련 중증장애인 일자

리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분야 기관 종사자들부터 뇌병변장애

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복지제공기관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의 종사자들부터 중증장애인

을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로 인식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뇌병변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재익(2018)은 뇌성마비인의 의사소통 장애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

으므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유지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재활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뇌병변장애인 근로자는 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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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직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 참가자

들은 조직 생활에서 환경적인 요인과 장애특성에서 오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조직원 중에 혼자만 장애인으로 근무하면서 오는 심리적 위축, 언어장애로 인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조직원 간의 갈등과 오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받는 간접

적인 차별,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등은 뇌병변장애인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직업 안정과 근로유지를 위해

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중 10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근로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근로경험에 대한 사례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의 취업과정과 직무활동을 이해하고, 근로경험의 의미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뇌병변장애인들은 비교적 고학력이고 근로활동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으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결론들을 모든 뇌병변장애인에

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여성장애인은 1명만 

참여해 남녀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며, 이는 그만큼 여성뇌병변장

애인의 취업이 더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한 뇌병변장애인들의 

근로에 관한 사례를 통해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조직환경, 직무와 역할, 조직원들 간의 관계에 등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다양한 조직에 입사하거나 창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준비하며 현재까지 일과 삶을 

이어온 중증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과 욕구를 알아본 자체로서 한계도 있으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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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15 types of disabilities prescribed by the Disability 
Welfare Act, people with brain lesions have the highest incidence after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ies, but are not active in social 
participation including employment. The reasons for this are the 
characteristics of having a higher ratio of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an other disability types, and the absence of suitable 
occupations for brain lesion disorders in general employment. In the 
2000s, the spread of independence movements and the promotion of 
job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ed to a slight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but interest in their roles and working environment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working environment, and 
meaning of work in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case of the brain 
lesion disorder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discusses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employ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brain lesion disorder in the future. I wanted to.

For this study, 9 cases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social welfare were surveyed, and subject 
word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ork experien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was classified into before and after employment, with 6 in the 
middle category and 13 in the small category. The results of the middle 
classification are'Experience of discrimination' before employment 
and'Experienc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welfare field', and 
after employment,'Difficulties due to disparity betwe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Adaptation to the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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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ob', 'Experience of independence', It was categorized as 
a'requirement for change in employment policy'.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e work experien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include systema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job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training and 
placement of professional human support for their employment 
stability and efficient job performance, and work that can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It was discussed the need to assign roles, 
improve awareness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and prepare a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system.

Keywords : cerebral lesions disabled, work experience, social welfare 
experienc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