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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중요성과 산재보험제도의 궁
극적인 목표가 근로자의 원상회복에 있으나 우리나라 산재보험
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산재보험의 급여조건 및 수준, 재정안정화
에 집중되어 왔다. 산재보험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산재근로자 개
인의 신체적 잔존능력을 최대화하여 산재사고 이전의 기능을 회
복하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보완하고 생산적인 제도
로 발전하기 위하여 재활사업의 중장기 관점에서 2001년부터 산
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산재
보험 재활사업의 27개 단위사업 중의 하나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실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자신감 고취 및 진로방향 탐
색과 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회․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지역사회 관련기관에 사업
을 위탁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산재보험 운영자 및 위탁기관
이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거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본래의 취지와 달리 파행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
록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사업방향 및 모형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프로그램 접근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은 산재근로자 중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직업복귀율을
높이며 평균요양기간을 단축시켜 요양 및 휴업급여를 절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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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의 목적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구체적이며 성취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모형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
표에 부합하고 단위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적응프
로그램 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산재보험에
서 제공하는 직업적응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는 퇴원예정자 및
통원치료중인 자, 요양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독일 및 미국
의 경우와 같이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과정은
요양기간 중의 증상고착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치료종결 전에
근로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전담관리자는 상시고용된 직업재활사가
전담하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자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을 통한 직업재활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사회생활,
작업습관과 태도형성, 작업기능 향상 등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사회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직종개
발, 지원고용 등 다양한 고용프로그램 개발․시행이 프로그램 내
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취업 후 지속적인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
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타 자영업장애인 지원(창
업아이템 선정, 창업 및 경영컨설팅 연계 등 근로복지공단 자립
점포임대지원사업)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산재보험 재활사업 원
직장복귀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요양종결예정자
및 요양종결자의 직업재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
여시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사업평가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설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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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간 사업량을 계량화하여 제시(예시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창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원고용,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건수)하고 재활사업의 최종목표인 취업건수 목
표량을 자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방안은 근로복지공단과 위탁운영기관 간
의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관간의 긴
밀한 협력관계는 산재근로자에게 서비스 기회를 증가시킬 뿐 아
니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비용효과적이다. 따라서 운영자 및
위탁기관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도산업화로 특징 되는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화․정보화의 과정
을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
들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은 산업
재해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 선천적 장애인들과 달리 과거 일상적
인 사회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자신이 장애
인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갑작스러운 신체기능의 상실이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정적인 심
리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전체 산업재해 근로자(이하 ‘산재근로
자’)의 84% 이상이 30대 이상이며(노동부, 2002), 82.8%가 가장으로서
2.3명 정도의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들
의 과반수 이상이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이
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2/3 이상(이현주 등, 2002; 근로복지공단,
2002)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일반장애인의 취업 희망률인 46.6%(변
용찬 등, 2000)의 경우보다 재취업에 대한 희망률이 훨씬 높으며 이것
이 산재근로자들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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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 가족과의 갈등, 경제
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등에 관한 경험으로 인해 개인적․사회적 영
역에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 부양의 역할을 포기하도록 암묵적으로 강
요된다(이현주 등, 2002).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더욱 심화되어 대인관
계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는 장애를 지니게 된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보
제공과 조기개입을 통한 이들의 동기화, 기능증진, 고용조건 등을 개선
시키기 위한 재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재활 노력은 산재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진행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즉, 산업재해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잔존능력을 최대화하여 산재사고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주고 이들이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으로도 산업인력의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산재근로자의 재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의 중요성 및 산재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는 근로자의 원상회복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산재보험의 급여조건 및 수준 그리고 재정안정화에 집중되어 있
거나 산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학
문적인 관점이나 실용적 측면에서 산재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재보험이 이러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보완하고 보다 생산적
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재활사업의 중장기 관점에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
개 사업분야의 27개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약
1,000여 억원(산재보험세출예산의 4.0∼4.7%)씩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
다(노동부, 200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하나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실시｣는 산
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재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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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신감 고취 및 진로방향 탐색과 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산재근로자 스스로 내적 치유와 자기개발에 용이한 사고 및 기술습득
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으로 지역사회 관련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
다(노동부, 2002). 그러나 산재보험 운영자의 사업진행의 미숙, 위탁운
영기관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및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부족으로
실시일정을 미루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나타나 프로그램이 파행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03).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의 방향 설정 및
모형을 제시하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이루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외국의 사회
적응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본다.
둘째, 외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상기 연구목적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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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의 틀

사회적응프로그램 이론적 고찰
․사회적응의 이론적 배경
․산재보험 재활사업과 사회적응

산재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체계
․
․
․
․

구
과
내
결

조
정
용
과

산재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실태
․
․
․
․

일반적 특성
참여 실태
참여자 만족도
기관별 성과

외국제도 사례
․독일
․일본
․미국

사회적응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접근성 모색

제 3 절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응 관련 이론 및 기존의 산재
보험 재활연구보고서, 논문저서 등의 국내 및 국외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사회적응 관련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
복지공단 및 위탁운영기관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행 담당자와의 면담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와 유사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및
일본, 미국의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고 국가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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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 활성화 사업의 중첩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고
용촉진및직업재활법(1999년 개정)에 의한 국가단위의 장애인 재활사업
관련 업무매뉴얼,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2. 면접조사
가. 조사대상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재근로자 대상의 프로그램에 관한 실
태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2년도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
업 위탁기관 7개소에 참여했던 산업재해 근로자들이었다.

나. 조사방법
2002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전원에게 전화를 이용
하여 방문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방문을 시행하는 임의표집 방식
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시행하
였다. 2001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518명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이 중 전화번호 결번자 49명, 응답거부 48명, 연락두절 138명,
중복신청 및 배우자로 77명을 제외한,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
적으로 면담에 참여한 208명(40.2%)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중 응답
이 부실한 2개를 제외한 206명(39.8%)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의 경우 참여자의 35.3%, 남
동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의 62.9%,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의
75.0%,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참여자의 44.7%,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참여자의 50.0%,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참여자의 13.3%, 동신대종합사회
복지관 참여자의 33.3%가 설문에 응답하여 각 모집단의 10% 이상이
설문에 응답하여 각 기관별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David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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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관별 실태조사 응답률
전체

응답자

*

거부

기타

명

%

명

%

명

%

명

%

225

43.4

71

31.6

26

54.2

128

48.5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5

6.8

22

62.9

13

27.1

0

0.0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77

14.9

45

58.4

3

6.3

29

11.0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47

9.1

21

44.7

0

0.0

26

9.8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30

5.8

15

50.0

3

6.3

12

45.5

한국산재노동자협회

44

8.5

12

27.3

3

6.3

29

11.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60

11.6

20

33.3

0

0.0

40

15.2

518 100.0

206

39.8

48

100.0

부산산재장애인협회

전

체

264 100.0

주 : * 기타에 참여중복자 및 배우자(77명), 전화결번(49명), 연락안됨(138명) 포함.

다.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program 10.1을 이용하였다. 도구의 타당도 및 신
뢰도는 Chronbach 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교차분석, 변량분석, pearson ‘r’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2장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사회적응의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응의 개념
적응(adjustment)이란 사고와 감정을 갖는 인간이 개인과 집단으로서
의식적인 자각과 선택을 하여 인간과 환경의 통합성을 창조해 가는 과
정 및 산물을 말하며, 사회적인 존재로서 환경적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
하며 성장 발달해 가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한다(Roy & Andrews,
1991). 즉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역동적인 학습의 과정으로서 과거
나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적합성의 개념과 달리, 적응은 상태
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이인정
과 최해경, 1996).
적응의 의미는 원래 생물학에서 말하는 순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
어 왔다. 즉 환경변화에 사용하여 개체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개체
의 상태를 항상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외부의 자극이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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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적응이란
이러한 생물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개체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있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
시켜 가는 행동 과정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항상성을 가진 상태로 변화
할 수 있게 된다.
적응은 특정한 절대적 기준이나 특수한 상황, 집단에 관련되어 개념
화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적응은 인간이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사회
적 요구에 대처하고자 할 때 나타난다. 적응은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다시 정상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 개인은 더 이상 장애와 싸울
필요가 없고 장애는 하나의 특징일 뿐이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고 하였다(Nancy, 1978).
이상과 같은 적응에 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응이란 한 개인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화 있는 행동을 통해 주어진 환경과 상호 만
족할 만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을
환경에 맞추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사회재활과 사회적응
1982년 UN에서는, 재활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
한 기능수준을 달성함으로써, 각 개인이 스스로 인생을 변혁해 가기 위
한 수단을 마련해 감을 지향하면서 시간을 한정한 과정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WHO(1968)에서 사회재활의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가정,
지역사회, 직업상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거나, 전반적인 재
활과정을 방해하는 경제적․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 또는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활과정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국제재활협회(1986)는 사회재활이란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활조건 및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
고, 장애인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시행하는 것이 사회재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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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라고 하였다.
․ 물리적 환경 - 건축물, 교통기관, 주택 등의 개선 등
․ 경제적 환경 - 직업보장, 장해연금․장해수당 등의 소득보장 등
․ 법적 환경 - 장해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의 정비 등
․ 사회․문화적 환경 - 차별․편견의 제거, 교류의 기회 설정, 장해
자 운전 등
․ 심리․정서적 환경 - 장해수용에 대한 원조, 권리 옹호, 카운셀링 등
小島蓉子(1994)는 사회재활을 사회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자신
의 전인간적 발달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인간의 가
능성 개발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이 있다면 그것에 도전하여 장애사
회 그 자체의 재구축(재활)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재활은 장애인 자신에 대한 적응과 사회 그 자체의 적응에 대한
대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재활에 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의 제약을 최상의 수준으로 향상 또는 유지시키는 것과 함께 사회
적인 여러 제도나 환경을, 모든 사람 특히 장애인에게도 기회가 균등하
게 부여되도록 개선하는 과정이다. 즉, 가정, 지역사회, 직장 등에 대한
적응을 원조하면서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받는 기간의 경제적 보장
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의미한다 하겠다.
의료재활은 이학요법, 작업요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지향하고, 직업재활은 직업훈련, 직업적응을 통해 직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사회재활은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스스로 활용하여 사회에 참가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
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생활능력(Social Functioning Ability :
SFA)｣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기술의 체계와 방법이다. 여
기서 사회생활능력이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능한 풍부한 사회참가를 실현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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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생활능력을 증진하여 자립생활을 완수하기 위한 기술습득은 사
회적응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사회적응은 1984년 미국자립생활조사연
구소(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 ILRU) 보고서에서 언
급한 4가지 영역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박경혜, 2002). 즉,
자립생활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
소화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에 기반하여 자신의 생활을 합리
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더 세분화하여 보면, 신변처리,
지역사회 내의 일상생활 참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등에 있
어서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것이
며, 이는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도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재활은 장애가 있는 자신의 사회생활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사업가의 개별지원인 복지서비스의 활용, 대상자와 환경과의 조정,
서비스간의 조정, 재활분야간의 연락조정도 사회재활의 관련업무가 된다.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분야에 소속된 각종 전문가의 코디네
이션(조정), 즉 재활팀의 조정자 역할이 사회재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인 존재로서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사회통합)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사회적응의 개념과, 장애인이 사회적응을
하기 위한 대책의 의미인 사회재활(social rehabilitation), 사회생활능력
의 개념은 그 의미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3. 사회적응의 범위
사회재활은 사회생활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하고, 각자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생활장소란 넓게 사회생활이 영위되는 장소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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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활동의 영역

가정
직장
개인
서클, 클럽 등
학교
지역

자료 : 竹內孝仁, リハビリテ-ション槪論 , 建帛社, 2000.

는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인생을
보낸다. 개인으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즉,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가장 작은 사회인 가족의 일원으로 탄생하
고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학교, 직장, 여러 가지 활동 그룹 등으로 소
속되는 사회집단을 확대해 간다([그림 2-1] 참조). 즉 사람은 사회생활
을 보냄으로써 보다 인간적으로 성장한다.
사회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활동의 장소를 넓힌다. 그러한 활동이 살아가는 의욕과 생활의
활력․보람 나아가서 정신적인 면의 충실․안정, 심신의 제 기능의 활성
화에 연결된다.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독자적인 것이며 누구든
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비록 신체적, 정신적 기
능이 저하되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는 한 인간으로 보장되어야 할
욕구이며 그것이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유로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장애의 경우 발생원인에 따라 선천적 장애, 중도장애, 노화성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회적응이나 재활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중도장애인이다. 중도장애는 어느 시기까지는 정상인으로 살
아오다가 어느 순간 사고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다
른 장애원인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중도장애인들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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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 대한 참여의지가 저조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이들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회생활능력의 유지․확대에 대한 원조는, 장애와 고령 등으로 인하
여 어떤 생활 장애를 가지고 누군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
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또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의욕과 생활의 활력․보람을 가지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사회적으로 사람다운 생활의 실현, 즉 자기실현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은 인적인 관계에 멈추지 않고 사회 시스템과 사
회환경 그 자체에 대한 영향도 포함한다.
<표 2-1> 사회지원의 체계

복지
지원

사
회
지
원
환경
지원

제도적 지원 : 리허빌리테이션에 관한 법률, 제도 전반
물적 지원 : 리허빌리테이션에 관한 시설, 기관 단체자금,
복지용구 등
기술적 지원 : 리허빌리테이션에 관여하는 각종 전문직의
지식․기술
정신적 지원 :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주민의 협력 및 이해
주거환경
의료시설
교육시설
직업시설
이동시설
문화시설

:
:
:
:
:
:

공공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에 관한 시설
병원, 진료소 등 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학교교육, 사회교육, 생애교육에 관한 시설
직업훈련, 직업안정 등의 고용취로에 관한 시설
이동, 교통 등의 제 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수족관, 음악 홀, 극장 등의
제 시설
스포츠․오락시설 : 체육관, 경기장, 영화관, 테마파크 등의
제 시설
경제물류시설 : 회사, 상점, 공장,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제
시설
정보통신시설 :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우편, 전화, 팩스, PC,
인터넷통신 등의 제 시설

자료 : 澤村誠志, リハビリテ-ション論 , メヂカルフレド社, 1999,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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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ow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서, 자기 실현은 가장 높은 차원에 위
치하고, 재활의 목적은 그 욕구를 구체화하는 ｢자기다운 생활의 실현｣에
두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응은 재활의 최종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Maslow의 인간의 기본욕구

자기실현
의 욕구
승인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그림 2-3] 인간의 욕구와 재활의 목적

자기표현을 위한 지원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
인생

자립
자기다운 생활

건강․안심

신체적 케어의 지원
주체성의 회복

치료
장애의 경감

자료 : 澤村誠志, リハビリテ-ション論 , メヂカルフレド社, 1999,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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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개인을 중심으로 그 생활요소를 순서로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가사․생활 관련행위(IADL), 사회생활
행위로 확대해 간다. 이러한 3단계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모두
필요한 조건이 된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능력 하나를 보더라도, 본인이
사회생활과의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기반이며, 거기에 장애를 가져온
다고 하면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가정․직장․학교․지역사회에서 충
실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자는 효과적으로 보완하게 되는 것이
다.
사회생활 능력의 유지․확대에 대한 지원으로서 기능훈련, 생활기능
훈련, 여가활동의 3요소를 들 수 있다. 기능훈련은 저하 또는 잃게 된
기능에 대한 이학요법, 작업요법 등을 통한 재활이다. 생활기능훈련은
사람으로서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 도구를 재획득하
기 위한 접근이다.
생활기능은 일상생활을 유지․계속해 가기 위한 다양한 생활수단을
조달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건강관리․신변관
리․금전관리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또한 생활력, 사회생활능력이라
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의 습득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제 행동이 합리적․과학적․효율적․효과적으로 됨을 의미한다.
일련의 전반적인 가사․외출․복약관리 기타 사회활동상 제 행동이 포
함된다.
여가활동은 자유로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오락․취미
기타의 기회를 통하여 그것이 개인의 보람과 ｢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충실감을 가져오게 하여 정신의 활성화, 안정화에 매우 효과적이
다. 생활을 즐기는 활동이 생활의 여유(relaxation)와 재활에 연결되어
｢자기다움｣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응프로그램
장애인에 있어서 적응이란 크게, 상실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잔존
기능 및 보장구를 활용한 최대한의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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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ADL)기능 확보라는 문제와 가족 내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문
제로 나뉘어진다(이경희, 1998). ADL이란 한 사람의 인간이 독립해서
생활하기 위해 행하는 기본적인 신체적 동작군을 의미한다. ADL프로
그램의 목적은 기능장애가 있는 개인이 가정, 업무, 사회생활의 장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ADL을 성취해서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이다. 중도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신체적 상태에서 최대의 ADL
기능을 성취하는 것이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적 재적응의 성패에 커다
란 변수가 된다.
가족 내의 역할 재조정은 중도장애에 대한 가족의 적응이라 할 수
있다. 중도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재적응을 위해서는 장애에 수반되는
각종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적응이 중요한데, 한 성원이 갑작스럽게 입게
된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부담과 장애로 인해 그가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게 된 기존 역할들에 대한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기초는 개인의 신변처리, 일
상생활의 참가, 사회적 역할 수행, 타인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4가지
영역의 자립생활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그의 일상생활에
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에 기
반하여 자신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의 향상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
하고 생산적이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이나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에 통합할 수 있
도록 길을 열어 준다. 일상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식생활, 의생활,
건강 및 위생생활, 가정 및 사회생활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에도 기초가
되므로 그들이 최소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과 장애극복 의
지를 갖도록 프로그램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기초 자립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생활 적응
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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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사회적응프로그램 예시
목

표

활동 내용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민회관에 대한 정보를 습
득한다.
안내지를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기관을 찾아보 대해서 알아본다.
고 시설이용 익히기
소집단으로 나누어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심있
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나눈다.
사고 싶은 물품을 기입해 본다.
기입한 물건들을 구매하여 직접 돈을 지불한다.
현금 및 카드 지불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시장을 둘러보며 물가의 흐름을 익힌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돈 계산을 정확하게
품을 구매한다
한다.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도움도 요청
할 수 있다.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비장애인에게 도움
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대중교통 이용 및 편의
시설을 체험한다
-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조별로 체험하고 싶은 시설이나 기관을 파악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보행시에 활동보조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보조를 부탁한다.
동사무소, 구청을 이용해 본다.
조별로 소감발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정
보를 얻는다.
장애인작업장을 견학하
작업현장을 견학하고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여 재활현장을 경험한다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참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및 레저 등 체육활동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는다.
즐기며 도전하는 힘을 행사에서 극기훈련과 문제해결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기른다
새로운 도전의 정신을 배울 수 있음을 토론한다.
장애인등록
자료 : 박경혜,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재활의 샘 통권 제15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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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목표를 예를 든다면, 중증장애인들에게 기초적 사회생활 경
험을 제공하거나, 대인관계를 증진하도록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프로그
램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을 방문하여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응력
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 내용은, 사회편의시설 활용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통해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산․강․고
궁․기념관․스포츠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것을 통해 개인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구민회관
등)을 익히게 하거나 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 등도 있을 수 있다.

제 2 절 산재근로자와 재활

1. 산재근로자의 특성
근로자의 신체적 손상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특히 왜곡된 신체상이나 자아상을 갖게 할 수 있다. 감각마비, 운동기
능 및 인지능력 저하, 배뇨조절 불능, 그리고 성기능 상실 등으로 정서
적 혼란이나 자신감 위축 등을 경험하게 한다.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감정상실과 관념적인 회피현상, 스
트레스 및 우울증, 좌절감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한다. 산재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은 반복적인 상실감, 수동성 그리고 절망감 등이 주요
인이 되며, 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산재근로자들은 재해를 입은 이후 요양이 종결되면 일상생활 적응이
나 경제적인 문제 등이 모두 개인에게 남겨지기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치료과정의 개인적인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경
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 체계가 미흡한 현
실에서 대체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활을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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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심화된다(이현주․윤순영․최정명․현혜진․백은광, 2001).
산재근로자는 재해로 인한 장애나 직업병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원
직복귀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산재근로자의
직업적 기능회복의 불충분과 같은 개인적 원인보다는 작업장 구조변경
이나 인사결정자 혹은 고용주의 편견이나 산재장애인 기피현상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윤조덕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2.5%가 실업자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가 경할수록 취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장애나 건강 이외에 장애인
에 대한 사회 편견, 경쟁력 부족, 정보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이현주
등, 2001). 즉,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하지만 노동능력회복이나 전
직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정보제공, 특히 직업평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직업탐색과 자기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산재근로자들은 대다수 40대 이상의 기혼남성으로 치료가 종결된 이
후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 재해를 당한 후 가장의 위치에서 겪는 소외감이나 경제적 부담 등
은 가족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2. 산재근로자의 재활
산업구조가 복잡화, 기계화되고 생산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근로자
들은 작업수행상의 긴장감이나 단조로움 등으로 말미암아 인간소외라는
심각한 정신의학적, 산업병리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인명피해
는 물론 가족의 불행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
지 유발시켜 기업과 국가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독일은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 보험금 지급보다 재활을 증요시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활을 최선의 대책으로 간주하고 재활
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따지지 않는다(이현주․정홍주․김창섭․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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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자와 마사히코․김도훈, 2003). 의미있고 가능한 재활활동이 보장
되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장해연금 등 보험금 지급이 피해보상을 위한
보충적 의미로서 이루어진다(이현주 등, 2003). 이 때문에 독일의 산재
보험제도에서는 사회재활 급여로 가사노동 지원비용, 차량의 특수시설
장치비용, 특수운전면허 획득비용, 직장의 특수시설 설치비용, 사회교육
및 심리적 전문 상담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직업재활 단계에
서 지급하는 현물급여로는 구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교육훈련을 포함
한 직업준비, 정규 학교교육, 학교교육 전의 신체기능을 발전, 개발시키
기 위한 지원, 그리고 사업장의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
다(이현주 등, 2003). 직업재활과정 동안 소득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현금급여인 전환급여의 소득기준을 독일에서는 직업재활 이전의 임금
과 근로소득의 합계인 총소득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의 노력에
의해 1940년대에 발전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대기업에서도 관심
을 보임으로써 직업적 재통합(re-integration)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
었다. 대표적인 재통합프로그램인 Disability Management는 재활재단
의 Aila Jarvikoski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세미나에 따른 하나의 결실
이었다(Baril, Berthelette, & Massicotte, 2002). 주마다 별도의 산재 관
련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워싱턴주에서는 직업재활급여의 현물
급여인 직업재활서비스로 산재근로자, 주치의의 직업제의 및 직무분석
을 시작으로 직업재활이 검토된다. 또 이러한 직업재활을 통해 1년에
30억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이현주 등, 2003).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낙후된 몇 개의 직종에
단순한 직업훈련만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노동연구원(1998) 조사결과 산
재근로자의 직업재활훈련원 입소율은 3%를 밑도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산재근로자를 위해 중요한 직업평가 서비스도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제도 도입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사항은 초기방향에서부터 산재근로자 1인에 대한 직업재활서
비스의 양과 질이 반드시 개인 보상급여 수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도
록 하여 유인요인을 마련하고 적격성(service eligibility) 문제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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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것이다. 적격성 문제는 임상활동의 명료성, 산재근로자 대상자
의 준비태세와 재활상담사 책무성을 확인하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재활서비스 과정과 관련하여 산재 이후에는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안
정(stabilizing)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환자의 재
활에 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재활센터(예:
TBI center, SCI center), 전이보호시설(transitional care facility), 외래
임상클리닉 등으로 의뢰된다. 왜냐하면, 장애를 수반한 대다수의 사람들
은 이동, 생활적응기술(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의사소통,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업능력 유지에 곤란을 초래하는 기능상의 중요한
제한점들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Sawyer, Saxon, & Mitchell, 1984).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심리적 혼란과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재활과 적응노력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다. 초기상담에서는 장애와 의존에 대한 초점, 그리고 근로자 정체성의
강화에 비중을 두고 직업적 오리엔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포괄적 초기 면접, 직업력 분석, 직업흥미와 가치의 발견, 적성검사를
포함하는 직업평가 서비스도 수반되며, 직업대안들의 탐색, 장래 고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탐색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도 의사와 같이 관련
된 의료전문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
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Sawyer, Saxon, & Mitchell, 1984).
재활서비스는 치료나 훈련과 같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장
애인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
는 데 초점을 두며, 특히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종종 잔
존능력이 있는 산재근로자를 산재 이전에 종사하던 직장이나 유사 직
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강위영․
나운환, 2001; 박수경, 1977).
산재근로자의 재활은 일반장애인의 재활과 마찬가지로 의료, 심리, 사
회, 직업재활 등 전 과정이 적용되는데, 산재 전후의 환경변화와 노동과
정에서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되거나 질병에 걸리면서 발생하는 변화와
신체적인 기능이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사회적, 직업적인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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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등 각
영역별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이달엽,
1997). 이것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Corthell & Groot, 1983).
[그림 2-4] 산재발생과 재활 과정
다양한 형태의
직업복귀

산재발생

재활의뢰

의료적 치료
산재로 인한
고용중단

긍정적 재활 노력

산재장애에 대한
심리적 반응

장애상태의 안정

의료적 치료의
지속

심리적 증진

긍정적 심리반응

많은 국가들은 산재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직업능력을 회복하도록 모
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활서비스를 적용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현주 등, 2003).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급에서 9급의 산재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미국은 산재보상을 받은 후 1년 동안에
산재를 극복하고 재활하였을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산재환자를 산
재 이전과 같은 직위나 동등한 직무로 복귀시키는 조항을 두고 있다(한
국노동연구원, 1998).
사실 경제논리보다는 삶의 질과 인권논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산재
근로자의 직업재활 규모를 미국의 3분의 1로 추산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서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가시적 이익은 연
간 1,2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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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직업재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결여로 인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
재의료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재활적응훈련의 이름으로
장기요양자 취미생활의 일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에 그친다(이현
주 등, 2002).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7개 공과의 직업재활 적응훈련 결과 취업한 사람은 없으며,
13명이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윤조덕 등,
1998). 특히,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취
업과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산재로 인해
서 장애를 입게 된 이후에는 경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고용시장으로
재통합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업기능의 상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을
의미하겠지만, 연금수령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국
가⋅사회적 측면에서는 전체 사회의 노동력과 생산성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재 이후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하고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서비스로서, 목표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Emener, 1980).
즉 산재근로자의 재활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전 과정이
적용되며, 특히 직업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한 영역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은 산재장애인이 이동, 사회관계,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윤인자, 1999).
재활체계는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재활은 가장 인도주의적 사업이라
할 수 있고, 국가의 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의존적인 생활로부터 독립생활로 변화시킴으로써 자기 비하나 사회적
멸시를 극복하고 자존과 존엄을 찾게 한다(McGowan, 1969).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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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계속적․종합적 재활과정으로 다양한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이
러한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접근의 용이성과 전문인력의 확보 및 관련기관의 유기적 연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책임성과 대상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
는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나윤정, 1999). 또한 산재장애인들의
신체적․지적 능력에 알맞은 실효성 있는 직업상담, 직업배치, 직업평
가,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산재근로자의
장애 상태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적이고 합리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박수경, 1997).

제 3 절 산재보험 재활사업

1. 개 요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에 시행된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업무상의 재
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
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산
재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치료종결 후 직업
복귀, 사회복귀 등 재활에 대한 노력은 취약하였다(윤조덕 등, 2000).
우리나라 산재보험 급여의 범위는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
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
의비로 구분하고 있다. 보상의 범위에 재활이란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
용되고 있지 않지만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재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산재근로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보상의 보
험급여만으로 노동력 회복이나 사회복귀 또는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불
충분하므로 각종 보험시설 등의 근로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시설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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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과 함께, 장학사업 등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를 위한 보험시설로서 9
개의 산재의료관리원과 직업재활을 위한 2개의 직업재활센터(안산․광
주 소재)가 설치되어 있다.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시설
인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선택은 산재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직업
재활을 위한 시설인 직업재활센터 이용은 보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재해로 인하여 실업 중인 산재근로자의 개별적인 선
택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습훈련수당을 월 16만원씩 지원
해 주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주거지에 가까운 사설학원 중에서 직업
훈련수강을 하는 경우 인당 130만원 한도의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으로 2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립점포 임대지원사업과 생활정착금
대부 및 자녀장학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적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2001년 1월 재활사업 5개년 계획수립 및 2001
년 6월 재활사업 5개년 세부실천사업을 확정함으로써 확대․발전하였
다.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은 산재근로자를 전방위적으로 보호
하는 21세기 산재보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재근
로자의 사회복귀 과정을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시를 위한 재활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 추진은 산재보험 예방․요양보상․재활의 3대축
형성, 재활사업의 확고한 기반 구축, 생산적 서비스체계 전환, 산재보험
재정 건실화 실현 및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재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로서 2001년부터 5년간 산재보험 기금을 1.2%에서 4.0%로 재활사업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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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와 재활사업
산재발생
응급치료․이송

의료재활

․ 인근의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송
․ 긴급한 위험요인 제거
요양치료

․대상 : 산재환자
․목적 : 전문의사의 특수/일반진료, 사고의 후유
증 제거
․종류 :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장착훈련 등

재활적응훈련

․대상 : 입원 및 통원환자
․목적 : 산재장해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한 직업
능력의 배양, 작업치료적 성격, 현재 7
개의 훈련공과를 운영중

의료재활지원
재
활
상
담

치료종결 및
장해판정

장해급여 지급

․장해판정 : 주치의 소견 → 자문의 심사 → 장해등급 판정 및
등록 → 해당 장해급여 지급
․장해급여 :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8∼14
급은 일시금
보장구 지급

직업재활
◦ 직업재활훈련
- 대상 : 산재장해등급 1∼14급
- 목적 : 상실된 신체기능의 회복, 잔존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 안산, 광주에서 7개공과를 설치․운영
중, 훈련비․기숙사비․식사 무료제공
및 월 16만원의 실습훈련수당 지급
◦ 직업훈련비용 지원
- 대상 : 산재장해등급 1∼14급
- 목적 : 주거지와 가까운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수강
- 훈련비 130만원, 훈련수당 20만원 지급

후유증상 진료

사회재활
◦ 생활정착금 대부 및 자녀장학사업
- 대상
․산재사망 근로자 유족
․장해등급 1∼7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목적
․산재근로자 자립기반 조성
․산재근로자 자녀교육의 증대
◦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 대상 : 직업재활훈련이수자
- 지원 : 1인당 5천만원 한도 점포
임대료

자료 : 윤조덕 등,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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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증가시키고, 수혜인원을 541% 증가시키며 직업복귀율 200% 증가
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보상중심의 산재보험 제도를 생산적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재활욕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은 궁극적으
로 요양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절감을 가
져와 산재보험 재정에 건실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
재근로자의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
록 하고 이로 인하여 가정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여 산재보험의 사회보
장적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와 재활사업의 관계는 [그림 2-3]과 같다.
<표 2-3>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적 및 목표
목

적

목

표

1. 산재보험 예방, 요양 및 보상, 재활
3대축 형성
2. 재활사업의 확고한 기반 구축

․산재보험기금의 3.5배 증가 1.2% →
4.0%(227억원→1,057억원)

3. 보상위주에서 생산적 서비스체계로
전환

․수혜인원 541% 증가(17,000명 →
92,000명)
․직업복귀율 2배 증가(37% → 70%)

4. 산재보험 재정 건실화

․1인 평균요양기간 단축(117일 → 91일)
․요양 및 휴업급여 절감(8,500억원→
6,577억원)

5.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

3.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내용
정부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8개 사업분야에서 2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표 2-4>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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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의료재활 선진화, 직업재활 내실화, 사회복귀정착 지원, 재활사업
인프라구축으로 구분한다. 의료재활사업 분야에서는 의료재활지원사업
및 시설확충, 보장구 지급서비스 개선 및 재활공학연구센터 기능강화,
의료재활수가 개선사업이 있다. 직업재활사업 분야에서는 직업재활센터
시설 건립 및 직업재활 활성화, 직업재활상담제 확대 운영이 있다. 사
회복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창업
제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확대 사업이 추진중이다. 또한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재활사업의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시행한 첫
해인 2001년에는 344억원을 투자하였고, 2002년도에는 1,029억원을 투
자하였으며 2005년까지 연간 1,000억여원씩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활사
업 분야별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5년간 총투자액의 57.2%는 사회복귀정
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며, 의료재활 선진화를 위해 21.9%, 직업재활
내실화를 위하여 12.5%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직업재활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용을 보면, 직업훈련을 위한 보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6.8%, 기존 훈련원 개선을 위하여 2.5%, 직
업훈련 동안 훈련수당을 20만원에서 월최저임금액의 70% 수준인 월
332,220원으로 인상하고 자격수당 월 5만원을 별도 지급하기 위하여 사
용될 예산은 총예산의 3.0%가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귀의 연계자 역
할을 담당하는 재활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총예산의
0.1%가 사용된다. 산재장애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급
해야 할 근로자 임금의 70∼40%(장애정도에 따라)를 보조해 주는 원직
장 복귀지원제도를 위하여 5.5%, 자영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자
립점포임대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6.0%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그림 2-6]에서와 같이 의료재활-장해급여지급-직업재활-사회적응프
로그램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의료재활을 선진화하고 치료종결 후에 직업재활을 내실화하여 조기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복귀정착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재활사
업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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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주요사업 및 예산(8개 사업분야, 27개 단위사업)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단위사업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활성화
요통학교 운영
산재환자 간병인 제도 개선
의료재활지원
사업및시설확 진폐환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
충
진폐환자 취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의료
․보완
재활
중증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선진화
보장구 지급 서 산재장해자 보장구 지급제도 개선
비스 개선 및 재 보장구 관련 급여품목 확대 및 현실화
활공학연구센터
재활공학연구센터 기능 확대
기능 활성화

예산
12,245
945
-

비율

-

-

2.6
0.2
-

1,020

0.2

48,968
5,121

10.4

-

1.1
-

24,744

5.2

20,741
32,281

4.4
6.8

11,574

2.5

14,026

3.0

348

0.1

재활관련 수가 산재환자 중심의 의료재활수가 개선
개선
후유증상진료범위 확대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센터 건립
건립 및 직업 안산, 광주훈련원 수용능력 확충 및
직업 재활훈련 활성 운영개선
재활 화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활성화
내실화
직업재활상담
재활상담원 확충 및 전문성 향상
제 확대 운영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 제도
사회적응 프로 마련
그램 운영 및
사회 취업․창업 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 실시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활성화
복귀 고
정착
재활스포츠비용지원사업 확대
지원 산재근로자 생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활안정 지원사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확대
업 확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확대
산재근로자 재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재활인력 확충 및 현장서비스 강화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재활 조사연구사업 추진
재활사업 국제협력 강화
재활사업 평가시스템 마련

26,136

5.5

1,350
122,880
1,683
18,510
64,400
30,800
699
33,151
0
148
0

0.3
26.0
0.4
3.9
13.7
6.5
0.1
7.0
0.0
0.0
0.0

총예산

471,770

100.0

자료 : 노동부(2002). 재활사업 5개년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회의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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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정부가 추진중인 재활사업 체계안
산재발생

응급치료․이송

의료재활

재
활
상
담

치료종결 및
장해급여지급

․인근의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송
․긴급한 위험요인 제거
통증치료

약물치료, 온열․한랭․전기․광선․견인치료

운동치료

수욕치료, 단순운동, 복합운동, 재활기능치료

심리치료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극
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재활의욕
고취

작업치료

사지마비 환자의 급성기에 마비된 손 혹은
손가락의 기능 회복

특수재활요법과정

산재장해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한 직업능력
의 배양, 작업치료적 성격

의료재활지원

케어센터 건립, 진폐환자 취미활동지원서비스

․장해판정 : 주치의 소견 → 자문의 심사 → 장해등급 판정 및
등록→해당장해급여 지급
․장해급여 :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8∼14급은 일시금
IRP(통합재활프로그램)
보장구 지급

후유증상 진료

직업재활
․직업재활센터 추가 건립
․안산, 광주훈련원 수용능력 확충 및
운영개선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활성화
․재활상담원 확충 및 전문성 향상

사회적응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 실시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제도
마련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확대
․재활스포츠비용지원사업 확대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생활정착금,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확대

자료 : 노동부,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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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 실시 배경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그 입은 시점부터 개인에게는 지금
까지의 생활과는 다른 역할과 지위의 변화, 수입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이 초래된다. 이러한 변화에 자신을 잘 조정하여
변화를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와 생활에 대한 적응문제는 산재장애인의 중요한 과
제가 되고 있다.
산재근로자는 장기간 병상생활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직업 및 사
회복귀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재활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1998년 이후 산재근
로자가 요양 중 자살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살한
근로자의 질병양상이 요부염좌와 척추디스크가 대부분이며 1999년에
자살한 14명의 근로자 중에서 5명은 재해발생 6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최근 4년간 자살한 산재근로자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8

명

5

14

20

10

자료 : 2001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을 통한 직업재활을 희망하고 있
으나 이들의 자영업 성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사업은 직업훈련 중심(안산재활원, 광
주재활원, 사설학원)으로 이루어져 산재근로자의 다양한 재활욕구를 충
족시키기 어려워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적응프로
그램 운영 및 취업․창업 제고(4개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사
업 확대 사업(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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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신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신감을 고
취시키고 진로방향 탐색 및 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내적 치
유와 자기개발에 용이한 사고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
활한 사회․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즉,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은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사
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창업제고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회복귀정착 지원을 위하여 총 투자액의 57.2%가 5년간 투자될 예정
이며 이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은 5년간 총예산의 0.3%에 해당
하는 13억여 원(연간 3억원 정도)이 투자될 예정이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은, 산재보험 재활사업 추진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응이 곤란한 산
재근로자에게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5박 6일의 합숙훈련으로 사회적
응프로그램, 직장복귀적응프로그램,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창업전
문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의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는데
(2002. 1. 23),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 함은 재해근로자의 자신감 고취, 극기, 스포츠활동, 심리
재활 등 사회적응훈련과 창업교육 등 직업재활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공단규정
제2조 제1항).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신․심리학적 갈등해소,
자신감 고취 등 심리재활프로그램 ② 재해근로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
는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③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에서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직 또는 직장적응프로그램으
로 구분하고 있다(공단규정 제7조).
공단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2002년, 2003년에 걸친 기관공모를
위한 사회직업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제안서에 의하면 ① 자신감을 향
상시키고 새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근로의욕성취 및 성취동기 증진프
로그램 ② 사업체 근로자 대상의 직장복귀적응 훈련프로그램 ③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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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프로그램 ④ 기타 직업재활프로그램 등 4가지 프로그램 내용
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와 공단규정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응프로
그램을 심리재활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성격에 혼선
을 빚을 우려가 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위탁교육은 크게 심리재활 및 직업재활 관련 프
로그램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규정
재활사업실무추진단
(2002. 1. 23. 규정
(2001. 6)
제207호)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2. 직장복귀 적응
훈련 프로그램
3. 창업전문교육
프로그램

기관공모 사업내용
2002

2003

1. 심리재활프로
1. 사회․직업적응프 1. 자신감을 향상시키
그램
로그램
고 새 직장에 적응
2. 직업재활프로
2. 직장복귀적응 훈련
하기 위한 근로의
그램
프로그램
욕성취 및 성취동
3. 전직․직장적응 3. 창업전문교육프로
기 증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램
2. 사업체 근로자 대상
4. 기타 직업재활프로
의 직장복귀적응 훈
그램
련프로그램
3. 창업전문교육프로
그램
4. 기타 직업재활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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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응프로그램 체계

제 1 절 프로그램 구조

1. 운영기관
산재보험운영자인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응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였다. 사회적응프로그
램을 수행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위탁
운영 협정을 체결한 후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규정(제정 2002.1.23 규정 제207호)｣ 제2조).
구체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제안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산재보
험 적용사업장인 전문교육기관, 기능대학, 노사단체 등 비영리단체이며
(규정 제8조) 2002년도 근로복지공단이 배포한 운영기관 지원안내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는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②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
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③ 산재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 협회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노동부인가 훈련법인, 대학․노총․경총
등의 사회교육기관, ⑤ 기타 산재보험 적용 법인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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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관이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탁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이 인력, 시설규정, 운영시간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진행전담 관리 인력으로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중 1인을 상시고용(공
모 제안기관 공통 요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과목(또는 역할, 지도)별
강사 또는 투입할 인력은 프로그램 제안시 50% 이상을 확보(나머지 인
력은 선정후 세부프로그램계획 제출시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강의
등 실내에서 총 운영시간의 30% 이상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제안기관은
최소 30㎡이면서 대상인원 1인당 1.5m2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는 1개소
이상의 강의실 또는 강당을 프로그램 제안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소
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1회
4주 이상으로서, 1주에 3일 이상, 운영시간은 1일 2시간 이상이어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표 3-1>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신청 요건
구 분

규 정

인 력

․진행전담 관리 인력으로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중 1인 상시고용
․과목(역할․지도)별 강사 또는 투입 인력 50%이상 확보(프로그램
제안시)

시 설

․강의 등 실내에서 총 운영시간의 30% 이상 수행하는 프로그램 제
안기관은 최소 30㎡, 대상인원 1인당 1.5㎡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
는 1개소 이상의 강의실(강당) 소유(임차)

기 간

․1회 4주 이상, 1주에 3일 이상, 1일 2시간 이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3차까지 이루어지는데, 1차심사는
제안서 제출기관 및 프로그램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2차심사는 1차
통과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및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
차심사는 2차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통합
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토록 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노동부, 학계, 교육훈련전문가, 공단이 참여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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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회적응프로그램 선정 심의과정
위탁운영 지원신청

근로복지공단
프로그램 선정심사
1차 → 2차 → 3차

운영실적보고 신청
자체평가서 제출

예산 신청

선정통보
지원금 지급

실적분석
운영평가 및 점검

선정기관
사회․직업적응
프로그램 운영

선정심의위원회 서류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인적․물적자원, 프
로그램의 필요성, 적합성 및 전문성, 사회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4가지
측면으로 평가하여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에서
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설비, 장비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인력 및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대상자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통하여
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정도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의 적합성 부분에서는 신청기관의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의 적
합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며 프로그램에 투입된 인력에 관한 평가를 시
행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선명성도 심사의
기준이 된다. 사업계획 및 사업량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 및 방법의
구체성, 대상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사업성과, 자체 사업평가기준의 구
체성 및 타당성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기준으로 선
정하고 있다.

36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표 3-2> 사회적응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심사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
(100점)

인적․물적 지원

․단체의 현황(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
․인력 및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관리 능력

10
10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재의 문제점 혹은 욕구의 전도와 심각도
․당해 단체의 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
회의 수요

10
10

10

적합성 및 전문성

․신청기관의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수행
방법의 적합성 및 전문성
․프로그램에 투입된 수행인력의 적절성․
전문성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
표의 선명성

주요평가기준

․사업계획 및 사업량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 및 방법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대상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그간의 사업성과
․자체 사업평가기준의 구체성․타당성

10
10

10
5
5
5
5

이러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2002년도에는 11개 신청기관 모두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3개 기관은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운영협정을 취소
하여 8개 기관 27과정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승인된 8개 기관 중에서도
1개 기관이 중도탈락하여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7개 기관 25과정만이
실시되었다. 운영기관들은 산재근로자 대상 사업이 신규사업이어서 겪
는 인원모집의 어려움과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부족으로 실시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2년도 프로그램 운영기관 7개소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2
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단체 3개소, 직업전문학교 및 사회교
육기관 1개소였다. 위탁기관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인천 3개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각 1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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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별 운영기관 분포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

3

1

사회복지관

1

-

1

1

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단체

1

사회교육기관

1

1

-

-

-

-

-

-

-

-

1
1

1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02) 재구성.

프로그램 25개 과정은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산재장애
인협회는 총 14회 과정을 모집한 반면,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은 1개
과정만 모집하고 사업을 종료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장애
인정보화협회는 총 2개 과정을,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 3개 과정을 모집하였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총 6개 과정을 모집하여 기관마다 시행횟수를 달리하고 있다.
2002년도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3개 기관이 자체시설, 4개 기관이 외
부시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외부시설을 이용한 4개 기
관은 체육관, 구청사무실, 복지관, 의료기관 등의 강당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산재환자를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프
로그램에 참가시킬 경우 외출문제와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가 있어 자
체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또한 치료종결전 환자나 직업훈련원생 대상
의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시설을 갖
추고 외부시설을 이용한 기관이 2개소가 있었다(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
원,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38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표 3-4> 운영기관별 시설이용 현황
부산산업재해 남동장애인 대구남구종합 대전장애인 인천기능대학 한국산재
동신대학교
장애인협회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정보화협회 평생교육원 노동자협회 종합사회복지관
1회

구청

자체시설

자체시설

체육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직업재활원

2회

구청

자체시설

의료기관

자체시설

의료기관

의료기관

직업재활원

3회

구청

의료기관

직업재활원

4회

구청

의료기관

5회

구청

복지관

6회이상

구청

복지관

의료기관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02) 재구성.

2.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횟수는 1회에서 14회까지 다양하며 과정당 교육기간은 3
일에서 90일까지 기관별로 다양하였다. 과정당 교육인원도 13명에서 많
게는 38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집단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2] 사회적응프로그램 교육일정
일
100
90
80
70
교 60
육
일 50
정
40

교육횟수/(회)
교육기간/(일)
교육인원/(명)

30
20
10
0
A

B

C

D

E

F

G

교육기관

A:
C:
E:
G: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대구남구종합복지관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B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D :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F : 한국산재노동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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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당교육비
기관별 위탁교육비 정산기준은 매회 수혜인원에 1인당 소요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산정방식은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80%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액 전액을, 80% 미만 출석의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하고 있으며 출석률은 출석일수를 회차별 교육기
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규정 제15조).
사업을 수행하기 전의 협정금액은 교육횟수, 교육기간, 참여인원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협정금액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당 협정금액은 2,200만원부터 4,520만원까지 기관에 따라 2배 정도 차
이를 보였다. 과정당 협정금액은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까지
기관에 따라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있으며 1인당 교육비는 최저 95,000
원에서 최고 643,600원으로 6.8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그림 3-3] 운영기관별 총교육비 현황(2002년)
원
협

정

실제지급

100,000
90,000
80,000
금

70,000
60,000
50,000

액

40,000
30,000
20,000
10,000
0
A

B

C

D
기

관

E

F

명

A : 부산산재장애인협회

B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C : 대구남구종합복지관
E :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G :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 공단승인/기관청구

D :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F : 한국산재노동자협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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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운영기관별 인당교육비 현황(2002년)
원

협 정

700,000

실제지급

600,000
500,000
금
400,000
300,000
액
200,000
100,000
0
A

B

C

D
기

A:
C:
E:
G: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대구남구종합복지관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관

E

F

G

명

B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D :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F : 한국산재노동자협회

근로복지공단이 기관에 지급한 실제 금액을 보면, 5개 기관이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목표인원보다 적게 참여하여 금액이 조정되었고, 2
개 기관은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4. 프로그램 적용대상
근로복지공단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 적용대상은 1∼14급 장해등급
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통원요양중인 자 또는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요양중인 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사업수행자가 실시하는 동일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복
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규정 제6조).
2002년도 프로그램 적용대상인 1∼14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은 직업재활원생을 대상으로 한 기관(동신대학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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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1개소뿐이었다. 치료종결을 앞둔 근로자의 창업준비를 돕
기 위하여 요양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 1개소(인천기능대학평생교
육원)를 제외한 5개 기관은 산재장애인과 요양 환자 구별없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장애유형,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등 대상자 특성에 따
라 모집이 이루어진 기관은 없었다. 예정모집 인원수를 채우기에도 역
부족인 상황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
다.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기관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방송,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거나 산재근로자를
접촉하는 기관(의료기관) 및 산재근로자 자조단체와 연계하는 등 기관
마다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상자 모집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얻어 산재근로자 가정에 우편으로 전단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운영계획서상의 교육기관
및 교육횟수, 교육인원 등을 변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기간
을 줄인 기관은 3개소, 교육횟수를 줄인 기관은 4개소, 교육인원을 줄
인 기관은 4개소였다.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자 면담결과,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없이
운영기관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
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자의 개별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불특정 대중홍보 형식인 방송이나 일간지 등의 홍보매체나 산재근로자
가 집결해 있는 의료기관, 직업재활원, 산재장애인단체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었다. 운영기관이 지역사회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개별적
으로 접근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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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운영기관별 운영계획 변경내용
구분

교육기간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명)

변경내용

계획 변경 계획 변경 계획

변경

부산산재장애인협회

3일

3일

16

14

180

206 횟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월

39일

2

2

40

35

기간, 인원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3월

3월

3

3

60

60

-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2월

2월

3

2

90

47

횟수, 인원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3주

15일

2

1

60

30

기간, 횟수, 인원

한국산재노동자협회

15일 15일

3

6

90

109 횟수, 인원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1월

4

3

80

60

계획변경 기관*

14일

횟수, 인원

3개소(42.9%) 4개소(57.1%) 4개소(57.1%)

주 : * 증가한 경우 제외(부산산재장애인협회 및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당초계획 인
원수보다 증원).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02) 재구성.

제 2 절 프로그램 과정

1. 프로그램 목표
공단이 제시한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은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심
리적 갈등을 해소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 및 성취동기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사업체 산재근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재 후 직장복귀적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창업 전문교육 프
로그램, 기타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4가지 형
태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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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운영기관별 사회적응프로그램 목표

구분

구체적 목표

동신대
부산산 남동장 대구남 대전장 인천기
한국산 학교
업재해 애인종 구종합 애인정 능대학
기관수
재노동 종합사
장애인 합복지 사회복 보화협 평생교
(%)
자협회 회복지
협회
관
지관
회
육원
관

사회심리적 안정감 회복
심리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
자활의욕 고취
자활기술 습득
심리재활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심리적 사회적 재활능력 향상

6(85.7)

장애수용 및 긍정적 자기계발
심리적 위축감 완화 및 대인관계 향상
가족기능강화
의료재활 신체적 재활지원
프로그램 건강증진

2(28.6)

직업재활 직업재활능력배양 및 직업계획수립
프로그램 구직기술 함양

2(28.6)

창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
창업교육
능력에 맞는 창업아이템 발굴
프로그램
창업

1(14.3)

기타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활용능력 향상
3
계

4

5

3

3

3

2

심리(2)
심리(1)
의료(1)
심리(1)
심리(3) 심리(4)
직업(1) 직업(3) 심리(3)
직업(1)
의료(1)
기타(1)
기타(1)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02) 재구성.

2002년도 위탁기관의 프로그램 목표를 살펴보면 적게는 2개에서 많
게는 5개 목표달성을 제시하였다. 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심리재활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심리적 안정감 회복, 심리치료, 자활의욕 고
취 및 자활기술 습득,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적 재활 능력 향상, 장애수
용 및 긍정적 계발, 위축감 완화 및 대인관계 향상, 가족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1개 기관에서 창업교육 관련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지원을 제시하였다. 2개 기관은 직업재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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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업재활능력 배양 및 직업계획 수립, 구직기술 함양, 정보활용능
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였다.
2개 기관이 의료재활 관련 목표로서 신체적 재활지원 및 건강증진 사
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이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
였다. 운영기관의 대부분은 심리재활을 중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2. 프로그램 내용
2002년도 각 기관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
리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의료재활프로그램, 기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심리재활
심리재활프로그램은 검사, 상담, 강의, 활동, 치료를 통해 실시되었다.
검사종류로 성격유형검사, 어버이자녀관계검사, 진로검사, 적성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자는 주로 외부인력을 활용하였는데 대학강사, 상담
실장, 사회교육협의회, 재활복지연구소 직원이 담당하였다.
상담은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으로 나누어졌는데, 집단상담은 사회복지
사(내부)나 사회복지학 교수, 장애인복지관 직업상담원을 초빙하여 실
시하였으며, 개별상담은 사회복지사인 내부인력이 담당하였다. 또한 전
문심리상담을 1개 기관이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나, 기관별 자체평가에
의하면 상담한 횟수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어 어떠한 상담이 이루어졌
는지 알 수 없다.
모든 기관에서 집단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로 교육방법은 강의
식으로 이루어졌다. 자기표현, 자기성장, 심리안정, 가족대상의 강의였
는데 운영기관장을 비롯하여 상담심리전문가,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교
육협회,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관장, 화가, 문화협회장 등 다양한 계층
의 인사가 초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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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주로 레크리에이션 및 모임형태의 여가활동 위주로 이루어졌
으며 레크리에이션 강사,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었다.
심리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한 기관의 경우 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사이코드라마 등을 통해 심리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한 기관이
2개 기관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꽃꽂이 강사가 담
당하였다.
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별 사정 및 중재활동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나. 직업재활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은 상담, 강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직업
및 창업상담은 3개 기관에서 시행하였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
초빙이나 사회복지사(내부)가 담당하였다. 구직기관 이용안내는 근로복
지공단 직원이나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담당하였다.
강의는 창업교육 중심으로 4개 기관에서 시행하였는데, 중소기업청
직원, 회사대표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였고 현장견학이나 모의창업실습
을 한 기관이 1개 기관이 있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대상자별로 직업
을 원하는지, 또 어떠한 직업을 원하는지 등 대상자별 요구도 조사 및
직업평가 없이 주로 강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또한 직업재활원에서 창업관련 교육을 실시하
려 했으나 자체시설과 교육내용이 중복되어 사업목표를 취소하고 심리
재활과 의료재활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의료재활
의료재활 관련 프로그램은 상담, 강의 치료를 통해 실시되었다. 의료
상담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주로 산재장애인의 직접적인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행해지고 있었다. 의료재활 관련 강의
는 척수장애인 성재활 교육을 시행한 경우가 1개 기관이 있었으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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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기관별 프로그램내용(2002년)

구분

검사

상담

강의

심리

활동

치료
상담
직업

강의
활동
상담
강의

의료
치료
상담
기타 강의
서비스

유형

부산산
업재해
장애인
협회

남동장
애인종
합복지
관

성격유형검사
어버이자녀관계검사
진로검사
심리진단
적성검사
집단상담
개별상담
자기표현프로그램
자기성장프로그램
심리안정및사회적응교육
가족대상 교육
단체야외활동
가족캠프
부부스포츠댄스
가족간담회
자조모임
주제별 조별토론
재활성공담 체험나누기
작품전시회
사례관리
치료레크리에이션(놀이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사이코드라마
직업 및 창업상담
구직기관이용안내
창업교육
성공업체 현장견학
모의창업실습
의료상담
척수장애인 성재활
한방민간요법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운동지도
산재/법률상담
요가, 수지침, 발관리, 부황
컴퓨터교육
산재관련교육
개인위생(목욕탕, 이미용)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02) 재구성.

대구남
구종합
사회복
지관

대전장
애인정
보화협
회

인천기
능대학
평생교
육원

한국산
재노동
자협회

동신대
학교
종합사
회복지
관

계

3
1
1
1
1
3
2
1
1
1
2
3
1
1
1
2
1
1
1
1
3
1
2
1
3
1
4
1
1
1
1
2
1
1
1
2
2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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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션 강사, 물리치료사, 사회인류학 박사가 강의를 진행하였고 의
료인 전문가의 강의는 없었다. 한방민간요법 교육이 2개 기관에서 이루
어졌는데 한국전통의학연구소 및 한의대 교수를 초빙하여 시행하였다.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한 기관은 3개 기관이 있었는데 물리치료와 신
체기능훈련, 운동지도를 시행하였다. 물리치료는 핫패드, 적외선치료기,
공기압마사지기, 발마사지기를 이용하였고, 신체기능훈련은 운동기구,
보행훈련용평행봉, 걸음보조기구 등을 통해 재활치료를 하였으며 1개
기관만이 운동처방사가 담당하였다.

라. 기타
건강증진 관련 내용으로 요가, 수지침, 발관리, 부황 등이 2개 기관에
서 시행되었으며 컴퓨터관련 교육도 2개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산재보
상에 관한 상담은 2개 기관에서, 강의는 산재보상 관련 2개 기관에서
각각 실시되었는데 대상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운영기관에서
자체 평가되고 있다. 상담자 및 강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변호사,
내부강사가 담당하였다. 복지관의 경우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목욕탕 이
용서비스,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1개 기관이 있었다.

제 3 절 프로그램 결과

위탁사업에 관하여 기관별 분기평가 및 연간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공단규정 제18조). 또한 수시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진행 상
황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2002년도 사업평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접 방
문을 통한 수시 점검 및 사업종료 후 기관별 자체평가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시행 전에 대상자에 대한 사
전조사를 시행한 기관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개 기관이었으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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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관들은 프로그램 시행 후 사후평가만을 시행하였다. 평가방식은
자가질문형식을 통한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모든 기관이 프로그램 만족
도 및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4개 기관에서 프로
그램 도움정도를 측정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된 인지기
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존감 및 사회성,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였
다.
2002년도 사업관리자인 근로복지공단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산재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시행착오 발생 및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사업진행과정상 프로그램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프로
그램에 대한 지도점검의 어려움과 위탁프로그램 사업비 평가 및 비용
정산방식이 확립되지 않아 일관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3-8> 기관별 프로그램 자체평가

구분

동신
부산산업 남동장애 대구남구 대전장애 인천기능 한국산재
대학교
재해장애 인종합 종합사회 인정보화 대학 평생 노동자
종합사회
인협회 복지관 복지관
협회
교육원
협회
복지관

사전평가

X

●

X

X

X

X

X

사후평가

●

●

●

●

●

●

●

○

○

프로그램 도움정도

○

○

프로그램 만족도

○

○

○

○

○

○

○

변화정도

○

○

○

○

○

○

○

자존감 척도

○

사회성 척도

○

자기효능감 척도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02) 재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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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92.2%가 남성이고 10.8%가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7.4세이며 최소 28세에서 최고 83세까지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은 4.5%, 40대 15.5%, 50대 39.2%, 60대 이상은 40.8%로 50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74.3%가 기혼자이며 19.9%
만이 미혼이었고 이혼․별거․사별로 혼자인 경우가 5.8%였다. 학력은
고졸 39.1%, 중졸 36.6%, 초졸 이하가 18.3%를 차지하였다.
<표 4-1> 인구학적 특성
구
성별
(n=206)

분

%

남성

190

92.2

여성

16

10.8

9

4.5

40∼50세 미만

31

15.5

50∼60세 미만

79

39.2

40세 미만
연령
(n=20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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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계속
구
연령
(n=201)

분

명

%

60세 이상

82

40.8

평균값(세)

57.4

10.2815

최소값/최대값

28/83

미혼

41

19.9

기혼

153

74.3

이혼․별거․사별

12

5.8

초졸 이하

37

18.3

학력

중졸

74

36.6

(n=202)

고졸

79

39.1

전문대졸 이상

12

6.0

결혼
(n=206)

2. 신체적 특성
재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재해기간은 평균 5.7년이 경과되었다. 재
해를 입은 지 최소 2개월 된 경우에서부터 최고 28년이 경과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부위는 응답자의 36.9%가 전신마비(하지마비 이상) 장애를
가진 경우였고, 27.4%가 상지장애, 14.9%가 척추장애였다. 현재 응답자
의 요양형태는 63.1%가 치료종결된 장해등급자였고, 29.6%가 통원치료
중이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에는 입원자가 24.3%, 통원
자 28.2%, 장해등급자가 47.6%였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정
도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5.0%가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0%가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48.8%가 일상생활능력
의 어려움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데 간병인은 주로 배우자가 대부
분(76.0%)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85.4%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인수첩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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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신체적 특성
구
재해기간
(n=202)

장애부위
(n=241)

현재 요양형태
(n=206)
참여당시
요양형태
(n=206)
보장구사용
(n=204)
간병인 유무
(n=205)
간병인 유형
(n=100)
장애인등록
(n=206)

분

명

%

평균값(년)

5.7

최소값(년)

0.1

최대값(년)

28

마 비(하지 이상)

89

36.9

상지

66

27.4

하지

34

14.1

척추

36

14.9

기타

16

6.7

입원중

15

7.3

통원중

61

29.6

치료종결

5.1575

130

63.1

입원중

50

24.3

통원중

58

28.2

치료종결

98

47.6

유

100

49.0

무

81

39.7

필요하나 사용하지 않음

23

11.3

유

100

48.8

무

105

51.2

배우자

76

76.0

부모․형제․자녀

15

15.0

9

9.0

유

176

85.4

무

30

14.6

직업간병인 등

3. 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18.9%만이 현재 직업이 있었고 81.1%가 직업이 없는 상태
였다. 무직자 중 66.9%가 취업을 희망하였고 산재 이전보다 적은 임금
이어도 일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90.7%를 차지하였다.

52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산재 이전 월평균소득은 150만원이었으며 산재 이후 월평균소득은 115
만원으로 월평균 35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감하
는 경제적 변화는 응답자의 74.8%가 산재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가정 내의 주 소득원은 응답자의 57.6%가 산재보험 급여로 생
활하였고 가족구성원 중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27.7%를 차지하
였다. 장해등급자 중 61.2%가 연금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표 4-3> 경제적 특성
구

분

명

%

직업유무
(n=206)

유

39

18.9

무

167

81.1

취업희망
(n=160)

유

107

66.9

무

53

33.1

동일 임금

10

9.3

임금 감소

98

90.7

100만원 미만

21

14.6

100만원∼200만원 미만

92

63.9

200만원 이상

31

21.5

평균값(원)/SD

150만원

64.32156

100만원 미만

41

47.1

100만원∼200만원 미만

32

36.8

200만원 이상

14

16.1

115만원

73.44478

악화됨

154

74.8

보 통

47

22.8

원하는 임금수준
(n=107)
산재이전 소득
(n=144)

산재이후 소득
(n=87)

평균값(원)
경제적 상태
(n=206)

주 소득원
(n=191)

장해급여유형
(n=116)

좋아짐

5

2.4

산재보험급여

110

57.6

본인

23

12.0

가족구성원

53

27.7

기타

5

2.7

일시금

34

29.3

선급금+연금

11

9.5

연금

7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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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심리적 특성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살펴보
면 전체 응답자의 57.4%가 별다른 일 없이 집에서 지냈고 23.6%가 요
양중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정도는 응답자의
45.6%가 장애에 적응했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소요된 기간은 응답자의 21.6%가 현재까지도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렵
다고 하였고, 20.1%가 3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0.5%가 산재를 입은 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
살에 대하여 생각만 해본 경우도 응답자의 39.5%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이미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일까? 응답자
의 42.6%가 산재후유증으로 인한 건강문제였고, 치료비부담이나 일자리
가 없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40.6%를 차지하였다.
<표 4-4> 사회심리적 특성
구

명
46
12
18
7
112
16
24
36
36
94

%
23.6
6.2
9.2
3.6
57.4
7.8
11.6
17.5
17.5
45.6

6개월 이내

27

13.2

1년 이내

36

17.7

장애수용기간

2년 이내

37

18.1

(n=204)

3년 이내

19

9.3

3년 이상

41

20.1

수용안됨

44

21.6

하루일과
(n=195)

장애수용정도
(n=206)

분
요양 중
경제활동
구직활동
여가생활
없음
충격
부정
저항
무력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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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의 계속
구
자살시도
(n=205)

어려운 점
(n=197)

분

명

%

없음

82

40.0

있음

42

20.5

생각

81

39.5

건강문제

84

42.6

경제문제

80

40.6

대인관계

7

3.6

21

10.7

5

2.5

악화

19

9.2

보통

123

59.7

양호

64

31.1

악화

83

48.2

보통

68

39.5

양호

21

12.3

악화

56

33.5

보통

89

53.3

양호

22

13.2

악화

113

55.1

보통

77

37.6

양호

15

7.3

무력감
이동문제

가족이해
(n=206)

부부관계 변화
(n=172)

자녀관계 변화
(n=167)

친구관계 변화
(n=205)

산재근로자 가족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는 90.8%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
우는 48.2%, 자녀와 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33.5%, 친구관계가 악화된
경우는 55.1%로 산재로 인한 가장 큰 대인관계 변화는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답변한 친구관계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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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서비스
가.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요양기간 중 응답자가 받은 재활서비스 종류는 보장구 사용법 및 훈
련을 받은 경우는 응답자의 31.5%, 일상생활 적응향상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은 25.1%, 장애로 인한 합병증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은 32.1%만이 받았다고 하였다.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12.8%였
다. 직업에 관한 상담이나 소개는 응답자의 23.5%가 받은 경험이 있고
산재보험 보상 및 법률상담은 응답자의 21.4%가 받은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5> 재활서비스 경험 여부
내 용
휠체어, 의지, 보조기 사용법 및 보장구 적
응훈련
합병증 관리 및 재발 방지 상담․교육
대소변처리, 성생활 등 일상생활 적응향상
을 위한 상담․교육
가족문제 상담․교육
우울증, 불안, 부적응에 관한 정신(심리) 상
담․치료
직업관련 상담․소개
산재보상 및 법률 상담

n

유

무

명

%

명

%

197

62

31.5

135

68.5

196

63

32.1

133

67.9

195

49

25.1

146

74.9

195

16

8.2

179

91.8

195

25

12.8

170

87.2

195
196

45
42

23.5
21.4

150
154

76.5
78.6

나. 직업재활서비스 경험여부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0% 정도가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창업관련 상담을 받았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
업적응훈련, 훈련수당 등의 서비스는 응답자의 10% 이내만이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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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서비
스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표 4-6> 직업재활서비스 경험여부
내 용

n

유

무

명

%

명

%

직업재활 훈련비용, 훈련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197

10

5.1

187

94.9

전에 했던 일과 다른 업종의 직업훈련

197

12

6.1

185

93.9

사고발생 사업장과 동일 업종 복귀 프로그램

197

2

1.0

195

99.0

사고발생 사업장과 타업종 복귀프로그램

197

5

2.5

192

97.5

장애인 전용 보호작업장

197

3

1.5

194

98.5

직업적성검사

197

15

7.6

182

92.4

직업적응훈련

197

16

8.2

181

91.8

의료평가

197

12

6.1

185

93.9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197

21

10.7

176

89.3

창업지원 상담이나 교육

197

20

10.2

177

89.8

다. 재활서비스 요구도
현재 필요한 재활서비스 유형은 59.4%가 건강과 관련한 합병증 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48.5%가 검사 및 치료, 35.7%가 일상
생활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50.5%가 구직지원,
36.2%가 창업지원을 원하였다. 산재보험 보상 및 소송관련 상담은 응답
자의 34.5%가 원하였다.
<표 4-7> 필요한 재활서비스 유형
구 분

n

불필요

보통

필요

명

%

명

%

명

%

심리상담이나 치료

197

80

40.6

69

35.0

48

24.4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
적응훈련

196

72

36.7

54

27.6

70

35.7

검사 및 치료

200

54

27

49

24.5

97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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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의 계속

197

불필요
명
%
80 40.6

보통
명
%
69 35.0

필요
명
%
48
24.4

196

72

36.7

54

27.6

70

35.7

200
202
195
196
195
195
195
196
196
197

54
45
84
79
76
86
78
55
60
75

27
22.3
43.1
40.3
39.0
44.1
40
28.1
30.6
38.1

49
37
56
67
77
77
81
42
65
54

24.5
18.3
28.7
34.2
39.5
39.5
41.5
21.4
33.2
27.4

97
120
55
50
42
32
36
99
71
68

48.5
59.4
28.2
25.5
21.5
16.4
18.5
50.5
36.2
34.5

구 분

n

심리상담이나 치료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
적응훈련
검사 및 치료
합병증 예방 및 건강유지 지원
보장구 관련 지원
가사생활 지원
가족상담 및 지원
성생활 상담 및 지원
사교생활 상담 및 지원
구직 지원
창업(장사) 지원
산재보상 및 소송 관련 상담

제 2 절 참여 실태

1.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의 구조는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인원, 인당교육비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교육장소를 보면, 22.8%가 복지관에서, 28.6%가 의료기관에서, 10.2%
가 직업재활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38.3%가 기타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응답자가 인식하는
교육장소는 다양하였다. 교육기간은 평균 34.3일이며 짧게는 3일에서
90일까지 차이가 컸으며 응답자의 34.5%가 3일 이내의 교육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원은 평균 18.7명이며 20명 이상 집단교육 형태
가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다. 1인당 소요된 교육비는 평균 28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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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응답자의 34.5%가 10만원 이내, 31.5%가 35∼45만원 정도 산재
근로자 1인당 교육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프로그램 구조
구
교육장소
(n=206)

교육기간
(n=206)

분

1인당교육비
(n=206)

%

복지관

47

22.8

의료기관

59

28.6

직업재활원

21

10.2

기타

79

38.3

3일

71

34.5

15일

47

22.8

39일

22

10.7

60일

21

10.2

90일

45

21.8

34.3

34.3458

15인 미만

27

13.1

15∼20인 미만

76

36.9

20인 이상

103

50.0

평균(인)/ SD

18.7

5.0615

10만원 이내

71

34.5

10∼30만원 미만

15

7.3

30∼35만원 미만

33

16.0

35∼45만원 미만

65

31.5

45만원 이상

22

10.7

288,643

174,981

평균(일) / SD
교육인원
(n=206)

명

평균(원) /SD

2. 프로그램 과정
가. 참여기간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결석 없이 참여한 경우는 40.3%, 프
로그램 시작부터 종료까지 참여했으나 가끔 빠지기도 했거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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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터 참여했지만 종료까지 참여한 경우, 생각날 때마다 가끔 참여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5.7%를 차지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몇 번
참여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34.0%이어서 실제 프로그램을 꾸준히 참여
한 경우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관별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요양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자의 46%,
통원자의 39.7%, 장해등급자의 37.5%가 프로그램 전기간 동안 참여하
였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참여자의 75.0%,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참여
자의 71.4%,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의 70.0%, 인천기능대학평생
교육원 참여자의 60%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까지 참여하였고 나머
지 기관의 참여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표 4-9> 프로그램 참여기간
입학종료
명
전체(n=206)
요양
형태

%

입학-종료
(가끔결석)
명

중반종료

가끔 참여

중단

%

명

%

명

%

명

83 40.3 34 16.5

4

1.9

15

7.3

70 34.0

3

2

χ

%

입

원

23 46.0

6.0

0

0.0

2

12.0 22 44.0

통

원

23 39.7 13 22.4

0

0.0

5

8.6

17 29.3

장

해

31 31.7

12.746***

37 37.5 18 18.4

4

4.1

8

8.3

부산산재장애인협회

14 19.7 19 26.8

1

1.4

8

11.3 29 40.8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0 45.4

5

22.7

1

4.6

0

0.0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12 26.7

4

8.9

0

0.0

5

11.1 24 53.3

1

4.8

0

0.0

2

9.5

3

14.3 60.746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15 71.4

6

27.3
***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9

60.0

3

20.0

1

6.7

0

0.0

2

13.3

한국산재노동자협회

9

75.0

0

0.0

0

0.0

0

0.0

3

25.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14 70.0

2

10.0

1

50.

0

0.0

3

15.0

주 : *p <0.05 **p <0.001 ***p <0.000

나. 참여중단 이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45.4%
가 사회적응보다 치료에 더 전념하고 싶어서, 37.3%가 프로그램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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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서, 14.1%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라고 하였다. 특히 입원자
의 76.2%, 통원자의 50.0%가 사회적응보다는 치료에 더 전념하기 위해
서라고 참여포기 이유를 설명하였다. 반면, 장해등급자의 59.3%가 프로
그램 내용이 불필요해서 참여를 포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특성별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부합되
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한국산재노동자협회의 중도포기자 과반수 이
상이 프로그램 내용이 불필요해서 처음에 참여하다가 그만두었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인천기
능대학평생교육원의 중도포기의 과반수 이상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서라고 하였다. 특히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
원의 경우 입원치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적용시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10> 프로그램 중단이유
개인사정

치료전념

불필요한
내용

명

%

명

%

명

%

명

%

9

14.1

29

45.4

24

37.3

2

3.2

입 원

2

9.5

16

76.2

2

9.5

1

4.8

통 원

2

12.5

8

50.0

6

37.5

0

0.0

장 해

5

18.5

5

18.5

16

59.3

1

3.7

부산산재장애인협회

5

20.0

6

24.0

14

56.0

0

0.0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0

0.0

2

33.3

4

66.6

0

0.0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3

13.7

16

72.8

2

9.0

1

4.5

0

0.0

2

66.7

0

0.0

1

33.3 30.639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0

0.0

1

50.0

1

50.0

0

0.0

한국산재노동자협회

0

0.0

1

33.3

2

66.7

0.0

0.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1

33.3

1

33.3

1

33.3

0.0

0.0

전체(n=64)
요양
형태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주: *p <0.05 **p <0.001 ***p <0.000

기타

2

χ

17.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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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일 프로그램 참여시간
응답자의 74.8%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참여하였다.
17.5%가 1일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밖으로 나오거나 늦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7.8%가 1일 프로그램 내용 중 관심내용만 선택하여 참여
하였다.
운영기관별 1일 프로그램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
와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의 60%만이 참여하였으나 다른 기관
의 경우 응답자의 80% 이상이 하루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1일 프로그램 참여시간
전시간 참여

요양
형태

기관

관심내용만
참여

중간에
나감

명

%

명

%

명

%

전체(n=206)

154

74.8

16

7.8

36

17.5

입

원

33

66.0

2

4.0

15

30.0

통

원

46

79.3

6

10.4

6

10.3

장

해

75

76.5

8

8.2

15

15.3

부산산재장애인협회

49

69.0

6

8.5

16

22.5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7

77.3

2

9.1

3

13.6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28

62.2

3

6.7

14

31.1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19

90.4

1

4.8

1

4.8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13

86.7

2

13.3

0

0.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18

90.0

2

10.0

0

0.0

2

χ

8.584

19.138*

주 : *p <0.05 **p <0.001 ***p <0.000

라. 교통비 부담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교통비 부담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5%
가 자신이 부담하며 참여하였고, 34.5%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자체 운
영버스를 이용하거나 입원 또는 직업재활훈련원에 숙식하는 경우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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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관련한 별도의 비용지출이 없었다. 특히 장해등급자의 81.6%가
교통비를 자신이 부담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별 교통비 부담여부를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대전
장애인정보화협회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통비를 자비부담하며
참여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은 기관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교통비 부담여부

전체(n=206)
요양
형태

자비 부담

부담 없음

명

%

명

%

135

65.5

71

34.5

입

원

10

20.0

40

80.0

통

원

45

77.6

13

22.4

장

해

80

81.6

18

18.4

68

95.8

3

4.2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

7

31.8

15

68.2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19

42.2

26

57.8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14

66.7

7

33.3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7

46.7

8

53.3

한국산재노동자협회

1

8.3

11

91.7

19

30.0

1

70.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2

χ

80.236***

166.205***

주 : *p <0.05 **p <0.001 ***p <0.000

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인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인식은 응답자의 71.8%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28.2%가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자체적
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였다. 요양형태별로 살펴보면, 통원자와
장해등급자의 대다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입
원자의 과반수 이상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은 모든 기관에서
행하였으나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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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협회에 참여한 대상자의 50% 가까이가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
단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3>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인식
근로복지공단

요양
형태

기관․의료기관

명

%

명

%

전체(n=181)

130

71.8

51

28.2

입

원

18

41.9

25

58.1

통

원

37

72.5

14

27.5

장

해

75

86.2

12

13.8

부산산재장애인협회

55

80.9

13

19.1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2

70.6

5

29.4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22

50.0

22

50.0

11

84.6

2

15.4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4

50.0

4

50.0

한국산재노동자협회

7

63.6

4

36.4

19

95.0

1

5.0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2

χ

27.983***

***

21.732

주 : *p <0.05 **p <0.001 ***p <0.000

바. 프로그램 참여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응답자의 38.6%가 위탁운영기관의 직
원 권유로, 33.0%가 의료기관 직원의 권유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했다. 응
답자의 6.7%만이 일간지, 지역소식지, 포스터 등 홍보전략에 의해서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
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15.5%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권유로 참여하여 실제 대상자
모집은 위탁운영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더라도 기관마다 위탁운영기관 직원의 자체노력
과 의료기관이나 훈련원 직원의 도움을 통해서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인천 및 광주지역에서만 다른 지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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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프로그램 참여동기
신문․포
근로복지 기관․ 스터․전
위탁기관
아는 사람
공단
의료기관 단․현수
막
명

요양
형태

%

명

전체(n=195)

75 38.6

입

원

18 40.0

3

통

원

장

해

%

%

명

% 명

%

64 33.0

13 6.7

12 6.2

6.7

20 44.4

3 6.7

1 2.2

22 39.3

7 12.5

18 32.1

2 3.6

7 12.5

35 37.6

20 21.5

26 28.0

8 8.6

4 4.3

34 48.6

11 15.7

23 32.9

0 0.0

2 2.8

4 19.0

3 14.3

8 38.1

3 14.3

3 14.3

15 34.1

5 11.4

20 45.5

2 4.5

2 4.5

8 50.0

2 12.4

1 6.3

1 6.3

4 25.0 55.616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6 40.0

1

6.6

4 26.7

4 26.7

0 0.0

한국산재노동자협회

6 54.5

3 27.3

1 9.1

0 0.0

1 9.1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2 11.8

5 29.4

7 41.2

3 17.6

0 0.0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30 15.5

명

2

χ

*

13.940

***

주 : *p <0.05 **p <0.001 ***p <0.000

하여 대상자 모집에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6.8%가 취미생활을 위
해서, 29.5%가 직업을 얻는 데 도움받고 싶어서, 27.4%가 산재보험 정
보를 알고 싶어서 참여하였다. 입원자의 40.9%는 산재보험 정보를 알고
싶어서, 31.8%가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했다. 통원자의 경우
산재보험 정보와 취미생활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였다. 장해등급자의
43.8%가 취미생활을 위해서 참여하였고 33.7%는 직장을 얻는 데 도움
을 받고 싶어서 참여하였다.
운영기관별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응답자의
61.9%,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응답자의 80.0%가 취미생활을 얻기 위해

제4장 사회적응프로그램 실태 65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응답자의 59.5%는 산재
보험 정보를 알기 위해 참여하였고,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및 동신대종합
사회복지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남동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심리재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산재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교육은 없었다. 또한 산재노동자협회
의 경우에도 심리재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직업에 대한 내
용이 없어 대상자별 프로그램요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5>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

전체(n=190)
요양
형태

취미생활

산재보험
정보

명

명

%

%

구직․ 치료 및
창업
상담
명

%

2

χ

명 %

70 36.8 52 27.4 56 29.5 12 6.3

입

원

11 25.0 18 40.9 14 31.8 1 2.3 15.196*

통

원

20 35.1 20 35.1 12 21.0 5 8.8

장

해

39 43.8 14 15.7 30 33.7 6 6.8

부산산재장애인협회

27 39.7 22 32.4 16 23.5 3 4.4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3 61.9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3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8.1

16 80.0

2

9.5

3

14.3 3 14.3

22 59.5

9

24.3 3 8.1

1

5.0

3

25.0 0 0.0 71.773***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4

26.7

3

20.0

7

46.7 1 6.6

한국산재노동자협회

4

36.4

1

9.1

6

54.5 0 0.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3

16.7

1

5.5

12 66.7 2 11.1

주 : *p <0.05 **p <0.001 ***p <0.000

아. 도움 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응답자의 30.0%가 응답한 심
리재활관련 내용이었다. 응답자의 24.0%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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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17.5%가 컴퓨터 관련 교육, 12.0%가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요양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자의 경우 35.4%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
지 않았다고 하였고, 통원자의 40%는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했다. 장해등급자의 39.0% 정도가 심리상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 응답자의 68.6%가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20.0%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
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응답자의 50.0%가 컴퓨터 관련 교육이 도움
이 되었다고 하였고 22.7%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구남
구종합사회복지관의 45.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20.5%가
보상관련 상담 및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
회의 70.0%가 컴퓨터관련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인천기
능대학평생교육원 응답자의 38.4%는 구직활동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도움이 되었고 23.1%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국산재노동자
<표 4-16> 도움 된 프로그램 내용
심리상담

구직․
컴퓨터
여가활동
보상삼담 도움안됨
창업
교육

2

χ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n=200)
요양
형태

66 30.0 24 12.0 12 6.0 35 17.5 15 7.5 48 24.0

입 원

6 12.5 8 16.7

통 원

23 40.4 4 7.0

3 5.3 13 22.8

6 10.5

장 해

37 38.9 12 12.6

6 6.3 16 16.9

1 1.1 23 24.2

48 68.6 2 2.9

0 0.0

5 7.1 14 20.0

부산산재장애인협회

3 6.3

6 12.5

1 1.4

8 16.7 17 35.4
8 14.0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4 18.3 1 4.5

1 4.5 11 50.0

0 0.0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3

5 11.4

9 20.5 20 45.4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6.8 7 15.9

0 0.0

**

28.151

5 22.7
***

2 10.0 3 15

1 5.0 14 70.0

0 0.0

0 0.0 173.854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3 23.1 5 38.4

2 15.4

0 0.0

0 0.0

3 23.1

한국산재노동자협회

4 33.4 1 8.3

1 8.3

1 8.3

1 8.3

4 33.4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2 10.5 5 26.4

2 10.5

8 42.1

0 0.0

2 10.5

주: *p <0.05 **p <0.001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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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응답자의 33.4%는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었고, 33.4%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였다.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42.1%가 컴퓨터관련 교
육이 도움이 되었으며 26.4%는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
였다.

자. 보완할 프로그램 내용
앞으로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9%가 구직 및 창
업과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더 받고 싶어하였고, 10.9%가 심리상담 및
교육을 희망하였다. 요양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자의 70.8%, 통원자의
41.5%, 장해등급자의 64.8%가 직업에 관한 내용을 희망하였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의 경우 46.5%, 남동장애
인종합복지관의 40.0%,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69.2%, 대전장애인정
보화협회의 84.2%,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의 64.3%, 한국산재노동자협
<표 4-17> 보완할 프로그램 내용
구직․
창업
전체(n=192)
요양
형태

심리

의료

산재보
상

적당

폐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15 59.9 21 10.9 33 17.2

8 4.2 8 4.2 7 3.6

2

χ

입 원

34 70.8

3 6.3

5 10.4

5 10.4 0 0.0 1 2.1

통 원

22 41.5

5 9.4 13 24.5

1 1.9 7 13.2 5 9.4

장 해

59 64.8 13 14.3 15 16.5

2 2.2 1 1.1 1 1.1

33 46.5

9 12.7 22 31.0

2 2.8 1 1.4 4 5.6

8 40.0

2 10.0

2 10.0

1 5.0 6 30.0 1 5.0

27 69.2

3 7.7

4 10.3

5 12.8 0 0.0 0 0.0

16 84.2

2 10.5

1 5.3

0 0.0 0 0.0 0 0.0 77.078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9 64.3

1 7.1

2 14.3

0 0.0 1 7.1 1 7.1

한국산재노동자협회

8 72.7

1 9.1

1 9.1

0 0.0 0 0.0 1 9.1

14 77.8

3 16.7

1 5.5

0 0.0 0 0.0 0 0.0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주 : *p <0.05 **p <0.001 ***p <0.000

36.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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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72.7%,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의 77.8%가 직업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을 희망하였다.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구직관
련 상담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결과
가. 일반장애인과 프로그램 통합
자신의 장애수용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일
반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12.3%
만이 일반장애인과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고 41.3%는 일반장애인과 통
합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0.1%는 시설은
함께 사용하되 프로그램 내용은 분리하기를 원하였고 16%는 관계없다
고 응답하였다. 산재장애인이 일반장애인과 분리된 재활서비스를 원하
는 것은 아니었다.
<표 4-18> 일반장애인과의 프로그램 통합
일반장애인 시설공용․ 일반장애인과
과 통합
내용분리
분리
명
전체(n=206)
요양
형태

명

%

명

%

명

41.3

62

30.1

26

12.3

33

16.0

입 원

13

86.6

1

6.7

0

0.0

1

6.7

통 원

24

39.3

18

29.5

9

14.8

10

16.4

장 해

48

37.0

43

33.1

17

13.1

22

16.9

3

4.2

36

50.7

15

21.1

17

24.0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3

59.1

5

22.7

4

18.2

0

0.0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24

53.3

9

20.0

2

4.5

10

22.2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16

76.2

0

0.0

2

9.5

3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9

60.0

3

20.0

2

13.3

1

6.7

한국산재노동자협회

6

50.0

5

41.7

0

0.0

1

8.3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6

70.0

4

20.0

1

5.0

1

5.0

주 : *p <0.05 **p <0.001 ***p <0.000

2

χ

%

85

부산산재장애인협회

기관

%

관계없음

34.820***

***

14.3 7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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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
장애인과의 통합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의 76.2%가 일반장애인 통합에 매우 긍정적이었
고,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응답자의 70.0%가 긍정적으로 생각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및 한국산재노동자협회인
산재장애인단체가 주관한 기관에서는 과반수 가까이 시설을 공용해서
사용하되 프로그램 내용은 분리하기를 원하여 다른 시설의 일반장애인
과의 통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산재근로자 자신의
장애수용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일반장애인의 왕래가 잦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장애를 수용하는 데도 교육적 수단이 되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나. 태도․인지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개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2.7%가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34.7%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고, 10.6%가 친
구나 가족과의 대인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1.5%는 취업
및 창업을 했다고 하였다. 요양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자의 46.6%는
취미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26.7%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
였다. 통원자의 47.4%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39.0%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해등급자는 응답자의 44.0%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 하였고 33.6%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해등급자의
2.4%만 구직 및 창업으로 이어졌을 뿐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
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형태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40%
이상이 태도․인지행동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 응답자의 45.1%가 자신
감이 생겼고, 40.8%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
복지관 응답자의 45.5%가 자신감이 생겼고, 36.4%는 변화가 없다고 하
였다. 대구남구사회복지관 응답자의 74.4%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16.3%만이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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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가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15.8%가 대인관계가 좋아졌
다고 하였다.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응답자의 40.0%는 자신감이 생겼
다고 하였고, 40.0%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의
60.0%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응답자의 20.0%가 변화가 없다고 하였
다.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의 42.1%가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변화가 없
다고 하였고 36.8%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9> 태도․인지행동 변화
자기효능

대인
관계

구직․
창업

건강
증진

명 % 명 % 명 % 명 %
전체(n=199)
요양
형태

취미
활동

변화
없음

2

χ

명 % 명 %

69 34.7 21 10.6 3 1.5 4 2.0 17 8.5 85 42.7

입 원

4 26.7

1 6.7 0 0.0 1 6.7

7 46.6

2 13.3

통 원

23 39.0

6 10.2 0 0.0 2 3.4

0 0.0 28 47.4

장 해

42 33.6 14 11.2 3 2.4 1 0.8 10 8.0 55 44.0

11.019

부산산재장애인협회

32 45.1

9 12.7 0 0.0 1 1.4

0 0.0 29 40.8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0 45.5

3 13.6 0 0.0 0 0.0

1 4.5

7 16.3

1 2.3 2 4.7 0 0.0

1 2.3 32 74.4

1

3 15.8 0 0.0 1 5.3 14 73.7

0 0.0 113.219***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5.2

8 36.4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6 40.0

1 6.7 0 0.0 2 13.3

0 0.0

6 40.0

한국산재노동자협회

6 60.0

1 10.0 1 10.0 0 0.0

0 0.0

2 20.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7 36.8

3 15.8 0 0.0 0 0.0

1 5.3

8 42.1

주: *p <0.05 **p <0.001 ***p <0.000

다. 자조모임 형성
프로그램 종료 후 함께 참여한 참여자끼리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
지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5.8%가 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자의 70.0%, 통원자의
50.0%, 장해등급자의 52.0%가 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이 일회성 사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의 경우 71.8%, 대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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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의 66.7%, 한국산재노동자협회의 66.7%가 프로그램 종
료 후에 참여자들끼리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의 76.2%,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의 6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의 70%가 참여자간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주로 장애인단체이거나 장기간 요양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인천
기능대학평생교육원과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시행했던 기관의 참여자
들이 사후에도 연락이 가능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59.1%가 프
로그램 종료 후 서로 연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동장애인종합
복지관의 경우에는 2003년도 프로그램을 2002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심화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의 지지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4-20> 자조모임 형성
없음

요양
형태

가끔

지속

명

%

명

%

명

%

전체(n=206)

115

55.8

35

17.0

56

27.2

입

원

35

70.0

6

12.0

9

18.0

통

원

29

50.0

8

13.8

21

36.2

장

해

51

52.0

21

21.5

26

26.5

51

71.8

11

15.5

9

12.7

9

40.9

2

9.1

11

50.0

30

66.7

10

22.2

5

11.1

5

23.8

1

4.8

15

71.4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6

40.0

2

13.3

7

46.7

한국산재노동자협회

8

66.7

1

8.3

3

25.0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6

30.0

8

40.0

6

30.0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주 : *p <0.05 **p <0.001 ***p <0.000

2

χ

7.925*

***

5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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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대상자 사후관리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1.8%가 프로그램 종료 후 운영기관과 연락이 없었다. 특히 입원자의
경우 응답자 대다수가 기관과 연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산재장애인협회는 거의 모든 참여자가
기관과 연락이 없었고,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대구남구종합복지관, 남동장애인복지관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기관과
연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종료 후 운영기관의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1> 위탁운영기관의 사후관리
없음

요양
형태

가끔

지속

2

χ

명

%

명

%

명

%

전체(n=206)

148

71.8

25

12.1

33

16.1

입

원

43

86.0

6

12.0

1

2.0

통

원

38

65.5

11

19.0

9

15.5

장

해

67

68.4

8

8.2

23

23.5

부산산재장애인협회

65

91.5

6

8.5

0

0.0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3

59.1

2

9.1

7

31.8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31

68.9

8

17.8

6

13.3

10

47.6

2

9.5

9

42.9 45.538***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11

73.3

1

6.7

3

20.0

한국산재노동자협회

10

83.3

0

0.0

2

16.7

8

40.0

6

30.0

6

30.0

기관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주: *p <0.05 **p <0.001 ***p <0.000

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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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
여한 전원이 측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전수조
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다. 표본조사를 시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혜자들 중 높은 만족
도를 보이는 대상자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을 때 설문에 응하기 때문
에 결과해석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본을 충분히 확보
하고 만족도 측정을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장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David et al., 1996).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의수준
5%, 신뢰구간 90%, 모집단 비율 50%에서 표본의 크기는 최소 81명 이
상이 되어야 하는데1) 206명으로 대표성이 인정되었다. 도구로 사용된
Larsen 등(1979)의 CSQ척도2)의 내적신뢰도는 chronbar α .96이어서 측
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객만족도
결과해석에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1) 서비스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대상자 모집단을 대표할 표본의 수는 유의수준
(margin of error)과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고려해야 한다(Kreicie &
Morgan, 1970).
2
2
2
sample size = X NP(1-P)/d (n-1) + X P(1-P)
2
X = 3.841
N = 모집단의 크기
P = 모집단의 비율
d = 유의수준
2) Larsen, D. L., C. C. Attkisson, W. A. Hargreaves & T. D. Nguyen,
Assessment of Client/Patient: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 1979, pp.197∼207.
Larsen 등(1979)의 CSQ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척도로서
최소 8점에서 최고 3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74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1. 개인특성과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와 프로그램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
이가 많을수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학력수준과 프로그램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프로그램 만족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18.9점으로 ‘그저 그렇
다’고 평가하였다. 요양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자는 19.4점, 통원자는
18.9점, 장해등급자는 18.7점으로 입원자에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22> 개인특성과 만족도

성별
(n=206)

구 분

MD

SD

전 체

18.9

6.7132

남성

18.9

6.7976

여성

19.7

5.7471

연령* (n=201)
결혼
(n=206)

***

개인

학력
(n=202)

요양형태
(n=206)

t/F/r

p

0.474

0.636

0.168

0.017

0.545

0.581

0.000

미혼

19.2

6.5799

기혼

18.7

6.7147

이혼․별거․사별

20.8

7.4116

초졸 이하

16.5

6.7437

중졸

17.0

5.8649

고졸

21.7

6.8274 9.178

전문대졸 이상

19.8

3.9801

입

원

19.4

6.9871

통

원

18.9

5.7261 0.190

장

해

18.7

7.1511

0.827

주 : *p <0.05 **p <0.001 ***p <0.000

2. 프로그램 구조와 만족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인 교육기간, 교육인원, 1인당 교육단가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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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프로그램 만족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운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운영기관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컴퓨터관련 교육 중심의 대전장애
인정보화협회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증장애의 생활적응 중심의
교육내용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21.7점, 직업재활훈련원에서 프로그
램을 진행한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이 20.7점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16.2점이었다. 따라서 프로그
램의 테마가 분명한 기관의 참여자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기간별 프로그램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r .054)
교육기간 동안 교육받은 인원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다(r
.271). 1인당 교육비가 많이 투자될수록 응답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더
높았다(r .171).
이러한 결과는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인원이 적은 경우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투
자가 많이 된 서비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
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3> 프로그램 구조와 만족도
구 분

운영기관***
(n=206)
구조

MD

SD

부산산재장애인협회

16.5

5.7067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9.9

6.4948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16.2

5.7214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28.5

5.8448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

18.9

5.3434

한국산재노동자협회

21.7

5.0332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20.7

4.8785

t/F/r

p

14.565 0.0000

교육기간 (n=206)

0.054

0.441

***

0.271

0.000

0.171

0.014

교육인원

(n=206)
*

1인당교육비 (n=206)
주 : *p <0.05 **p <0.001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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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과정과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프
로그램 참여를 처음부터 종료까지 전기간 참여하거나 중반부터 참여해
도 프로그램을 종료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처음에는 참여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경우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프로그램 참여 중단 이유와 프로그램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중단한 응답자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
해서 그만둔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내용이 불필요해서 그만둔 경우 만
족도가 낮았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응답
자의 30% 이상이 중도포기를 하였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검
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1일 프로그램 참여시간과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전 시간 참여한 응답자가 만족도가 높았고 첫 시간에 참여하다 중
간에 나가는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교통비를 부담한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았고, 시설에서 부담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와의 관계는 근로복지공단 사업
임을 아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참여한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또한 신문, 포스터, 전
단, 현수막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참여한 응답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
났다. 임대시설의 직원이 권유한 경우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참여자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만족도가 높아 이들의 참여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가생활을 위해 참여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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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정보를 알고 싶어서 참여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24> 프로그램 과정과 만족도
구 분

MD

SD

입학-종료(계속)

22.8

5.9540

입학-종료(가끔 빠짐)

19.2

4.5312

중반-종료

22.8

7.5884 21.332 0.000

가끔 참여

15.9

5.6172

중단

14.6

5.7566

개인사정

17.6

3.8766

치료전념

15.3

6.7362

관심내용 없음

11.9

3.0491

기타

24.0

11.3137

시작부터 끝까지

20.3

6.6310

관심 프로그램만

18.1

5.5193 17.633 0.000

중간에 나감

13.5

4.4303

교통비부담
(n=206)

유

18.6

6.7064

무

19.6

6.7268

운영자인식
(n=181)

근로복지공단

18.7

6.3730

기관․의료기관

15.5

6.0838

위탁기관 직원

20.5

5.6838

근로복지공단 직원

17.1

6.5038

임대시설 직원

15.7

5.3191

신문․포스터․전단․
현수막

21.5

7.1951

아는 사람

22.4

7.7043

참여기간***
(n=206)

**

중단이유
(n=64)

과정

1일참여시간***
(n=206)

***

참여동기
(n=194)

주 : *p <0.05 **p <0.001 ***p <0.000

t/F/r

p

5.127 0.003

0.993 0.322

0.145 0.885

8.215 0.000

78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표 4-25> 프로그램 내용과 만족도
구 분
***

기대한 내용
(n=190)

도움 된 내용***
(n=200)
내용

***

보완할 내용
(n=192)

MD

SD

여가생활

22.3

6.9884

산재보험 정보

15.7

4.9940

구직활동

18.5

6.1348

치료 및 상담

18.5

6.2304

심리상담

19.2

6.2023

구직활동

19.9

6.3240

여가생활

22.3

5.6589

컴퓨터

24.8

5.7589

산재보험

18.9

3.6423

도움 안됨

12.9

4.1513

구직 및 창업

19.6

6.9604

심리재활 프로그램

20.9

5.7524

건강유지 프로그램

15.6

6.0464

산재보상 상담 프로그램

13.4

5.0973

적당

24.6

3.2486

페지

14.7

2.2887

t/F/r

p

11.496 0.000

20.652 0.000

5.508 0.000

주 : *p <0.05 **p <0.001 ***p <0.000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실제 도움이 된 프로그램과 만족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움 된 내용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컴퓨터교육을 가장 만족스러워하였고, 다음이 여가생활에 도움이 된 경
우 만족도가 높았다.
보완해야 할 내용과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적당하다고 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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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결과와 만족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인지․행동 변화 유형과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미활동을 했다고 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
고, 건강증진이 되었다고 한 경우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된 경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의 자조모임이 만들어진 경우는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준비, 교육시설, 강사수준에 만족해 하는 경
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영기관의 프
로그램운영의 전문성 및 인프라 부분도 프로그램 참여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6> 프로그램 결과와 만족도
구

분

MD

SD

22.1

6.6666

18.0

5.0277

15.2

6.6772

15.3

6.0346

자기효능

21.0

5.1832

대인관계(친구․가족)

21.9

5.1018

구직․창업

18.0

8.6603

건강증진

25.3

5.1881

취미활동

29.5

4.4034

변화없음

13.9

4.0197

일반장애인과 통합
일반장애인
시설공용․프로그램분리
통합프로그램***
일반장애인과 분리
(n=206)
관계 없다

결과

변화된
인지행동***
(n=199)

t/F/r

p

15.005 .000

42.535 .000

***

(n=206)

.524

.000

***

(n=206)

.318

.000

***

(n=206)

.836

.000

***

(n=206)

.636

.000

***

(n=199)

.836

.000

자조모임
사후관리

교육준비 만족
교육시설 만족
강사수준 만족

주: *p <0.05 **p <0.001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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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응프로그램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개
인적 특성, 프로그램 구조, 과정, 결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대상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독립변수들간 다중공
선성이 우려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상승요소(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확인한 결과 5보다 값이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3).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델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917이었으며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F ＝ 46.514***)은 유의한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고졸
학력자가 만족도가 높았다. 프로그램 구조와 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육시
간이나 교육비 지급수준은 대상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
육시간이 길거나 1인당 교육비를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만족
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로그램 과정과 만족도는 신문 및 포스터를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재보험 정보 획득을 기대하여 프로그램
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내용과 만족도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실제 도움이 된 프로
그램 내용 중 산재보험 정보에 도움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컴퓨터 교육을 받아 도움이 된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내용에서 건강프로그램을 보완해달라고 요청
한 경우에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프로그램 내용은 산재보험 보상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기대
와 보상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이 된 경우에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
을 미쳤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사업목표와 달리 산재근로자들의 주요
3) 문명상․하은호(1999). 회귀분석, 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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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는 산재보험 보상관련 정보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현금보상 중심
의 산재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57세이고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요양중
이서 프로그램 참여당시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컴퓨터 교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제공한 경
우 대상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향후 프로그램 내용 개선은 구체적
인 아이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결과와 만족도에서 프로그램 준비에 만족하는 경우 프로그
램 만족도가 높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끼리 만남 또한 프로그램 만족
도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장애인과 산재장애인의 통합프로그램을 원하
는 경우로서 장애를 수용하는 경우가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
다.
프로그램 구조, 과정, 결과측면에서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수준과의
영향을 요인을 살펴본 결과 참여자의 자발성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
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 사업내용이 있느냐, 운영기관
의 준비과정의 충실도, 장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자조모
임이 형성되었는지가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사회적응프로그램 모형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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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s
Coefficients

t

Sig

4.489

.000

VIF

B

Std.
Error

(constant)

5.052

1.125

개인 고졸 학력

2.590

1.250

.110

2.072

.045

1.292

Model

Beta

구조

-

-

-

-

-

-

-

과정

신문․포스터보고
참여

5.440

1.178

.280

4.618

.000

1.684

산재보험정보 기대

-1.549

.744

-.129

-2.082

.044

1.747

산재보험정보 도움

-2.187

.532

-.233

-4.108

.000

1.466

컴퓨터교육 도움

2.831

.933

.184

3.035

.004

1.682

건강프로그램 보완

-2.963

.841

-.193

-3.524

.001

1.366

프로그램준비 만족

2.061

.356

.354

5.782

.000

1.714

자조모임

3.902

.729

.353

.5353

.000

1.988

일반장애인통합

3.485

.577

.344

6.038

.000

1.484

R

R
Square

F

.957

.917

46.514

내용

결과

Adjusted Std. Error of DubinR Square the Estimate Watson
.897

1.5220

1.761

주 : *p < 0.05 **p < 0.001 ***p < 0.000

제 4 절 운영기관별 성과

모든 운영기관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목표설정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관별 제안서에 따른 목표와 참여자의 변화된 행동결과를
통해 목표달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부산산재장애인협회의 3가지 목표설
정에서 심리적 안정감 회복 달성정도는 45.1%, 가족기능 강화의 목표는
12.7% 달성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심리적 안정 등 자활의욕고
취는 45.4% 달성하였고 컴퓨터교육을 통한 자활기술습득은 28.2%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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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목표는 13.6% 달성하였다. 대구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심리적 안정감 회복에 관한 목표는
16.3% 달성하였고, 가족기능강화는 2.3% 목표달성에 그쳤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가 목표 설정한 컴퓨터교육을 통한 정보활용능
력 향상 달성정도는 73.7%로 우수한 편이다.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은
창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자신감을 부여하는 목표만 40.0% 달성하
였고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진 예는 없었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자활
의욕을 고취에 관한 목표의 60.0%를 달성하였고 가족기능강화는 10.0%
정도 달성하였다.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은 자신감 회복부분에서 36.8%
목표달성을 하였고 건강증진에 관한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각
기관들은 설정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및 한국산재노동자협
회만이 설정한 2개의 목표가 60% 이상을 달성했고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및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의 경우 심리적 부분
에 대한 목표달성을 40% 이상 하였을 뿐 다른 기관의 실제 설정한 목
표와 참여자의 변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영되고 있
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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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운영기관별 성과
기관명

목표
사회심리적 안정감 회복

부산산재
장애인협회

장애수용 및 긍정적 자기계발

대전장애인
정보화협회

인천기능대학
평생교육원

자기효능감
일반장애인통합

12.7

대인관계 향상

45.4

자기효능감

자활기술 습득

28.2

컴퓨터교육

가족기능강화

13.6

대인관계 향상

사회심리적 안정감 회복

16.3

자기효능감

심리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

대구남구종합
사회복지관

45.1

지표

4.2

가족기능 강화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달성률

자활의욕 고취

가족기능강화

2.3

대인관계 향상

신체적 재활지원

0.0

건강증진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심리적 재활능력 향상

5.2

자기효능감

구직기술 함양

0.0

구직․창업

정보활용능력 향상

73.7

컴퓨터교육

창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

40.0

자기효능감

0.0

구직․창업

심리적 위축감 완화 및
대인관계 향상

60.0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강화

10.0

대인관계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신감
회복

36.8

자기효능감

능력에 맞는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
자활의욕고취

한국산재
노동자협회

동신대종합
사회복지관

건강증진

0.0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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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1. 독일 산재보험 제도
독일 산재보험의 주요사업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
둘째, 산재근로자의 재활사업(의료, 직업 및 사회재활),
셋째, 산재에 따른 부가급부사업 등이다(산재연금 및 유가족 보조금
등).4)
이러한 재활 사업내용들은 단지 독립된 산재보험에서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활대상자의 최적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하
여 기타의 관련된 재활사업단체와 연결되어 서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과 사회 재활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책임기관들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 사회적 피해보상단체, 사회부조 그
리고 청소년부조사업이 해당되며, 연방노동공사와 연금보험에서는 직업
재활사업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5)
4) vgl. HVBG. 2003.
5) vgl. SGB I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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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독일 재활관련단체와 수행업무6)
사회적
재활수행
연방노동
청소년
피해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사회부조
업무
공사
부조
보상관련
단체
의료재활

○

○

○

○

×

○

○

직업재활

○

○

×

○

○

○

○

사회재활

○

○

×

×

×

○

○

궁극적으로 독일의 산재보험은 연금지급보다 재활을 우선(Rehabilitation vor Rente)하고, 산재 근로자를 위한 미래의 간호보다도 먼저 재
활(Rehabilitation vor Pflege)을 우선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산재
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직장복귀 및 재취업에 따른 직업 재활을
우선하여,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상태인 사회에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적응

독일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 및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단계 및
직업재활 경로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사회적
응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직업재활 조치의 종류와 성과에 대해서 알아
보자.
독일 산재 근로자의 산재유형에 따른 직업재활 조치는 <표 5-2>와
같다.
일자리 획득을 위한 지원 및 도움, 편입과 기술설비 도움, 특수차량
6) BMA,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2002,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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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원, 직업찾기 / 일시범 및 준비 순으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직업재활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독일 산재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직업재활 조치의 성과에 대한 사례
를 보면 <표 5-3>과 같다.
<표 5-2> 독일 산재근로자의 산재유형과 직업재활 조치의 종류별 현황7)

산재유형

계

일자
리획
득을
위한
지원

직장
편입
지원/
기술
설비

특수
직업
추가
차량 주거 찾기/ 준비 직업 직업 전직
향상 기타
시설 도움 일시 조치 적응 훈련 교육
교육
지원
범

사업장내
56,022 50,968 2,945 2,873
작업사고

149

1,476

993

330

7

노상작업
1,180
사고

937

104

139

9

66

34

작업이동
사고

406

37

34

3

11

7

작업이동
1,912 1,528
사고노상

147

273

37

83

62

279 2,602

71

131

13

25

출.퇴근
10,767 9,385
사고노상

657

853

69

8,984 5,076

721

33

§3
Bekv의경 5,534 2,439
우직업병

472

출.퇴근
사고

직업병

합계

205 2,015

계

439

471

63,005

7

68

12

10

1,396

2

19

2

2

523

9

20

139

18

43

2,361

23

5

7

38

7

16

2,940

497

330

41

94

729

99

163

12,933

3

447

942

78

427 3,821

119

299

11,988

10

-

339

789

42

595 2,665

111

77

7,560

87,674 73,341 5,154 4,346

283

2,941 3,180

512

1,357 9,494

807

480

-

1,081 102,706

산재 후 최초 직업재활 조치에 의해 노동생활 참여의 비율은 연령과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60% 이상을 나타내고
7) vgl. HVBG 1993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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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추가적인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노동생활 참여의 비율을 합산하면
70%가 넘는 산재근로자가 재참여율을 나타낸다. 모든 재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생활 재참여가 불가능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조사한 사례
중 1/4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는 부족한 일자리와 기타 개인과 사회적
인 이유 그리고 산재의 후유증 등을 원인으로 들어 볼 수 있다.8)
<표 5-3> 독일 산재근로자의 연령분포에 따른 직업재활 조치의 성과 현황9)

산재당시
연령

사례계
(%)

직업재활조치후
사회편입
경우

%

추가 조치후
사회편입가능
경우

직업생활/사회편입
불가능

%

경우

%

20세 미만

2,971

1,934

65.1

203

6.8

834

28.1

21 ∼ 24세

4,630

3,035

65.6

376

8.1

1,219

26.3

25 ∼ 29

1,815

1,129

62.2

211

11.6

475

26.2

30 ∼ 34

862

461

53.5

121

14.0

280

32.5

35 ∼ 39

575

242

42.1

82

14.3

251

43.7

40 ∼ 44

335

131

40.3

64

19.1

136

40.6

45세 이상

235

125

53.2

33

14.0

77

32.8

11,423

7,061

61.8

1,090

9.5

3,272

28.6

합

계

1. 분석모형의 정립
독일 산재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통한 노동생활 참여와 사회적응의
분석모형은 다음 [그림 5-1]과 같이 제시되어질 수 있다.

8) vgl. HVBG/ BAGUV(Hrsg.) 1994, S. 31.
9) vgl. HVBG 1993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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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독일 산재근로자의 재활단계와 사회적응 분석 모형
산재발생
(산재근로자)
산재
보험조합

산재
보험조합

산재치료
․산재병원
․기타병원시설

직업
도우미

지역
노동청

사업장복귀
․원직장 재복귀
․타 직장 복귀
․동일 직무
․다른 직무

교육을 통한
일자리획득
사업자
(고용주)

직업
도우미

의료재활
․산재지정병원
․기타재활병원
․기타병원시설

․직업훈련
․추가 향상교육
․새직업/전직훈련

지역
노동청

직업재활
․의료/직업재활원
․직업교육장
․장애인전용작업장
․사업장내재활
․기타 직업훈련시설

사회 재활
․산재병원
․기타병원시설

사업자
(고용주)

지역
통합청

지역
통합청
통합전문지원팀

통합전문지원팀

심리사회전문팀

심리사회전문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

노동 생활 참여를 통한 원활한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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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근로자의 재활단계
독일 산재보험조합은 근로자의 작업사고, 직업병 및 출․퇴근 사고에
따른 산재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하여 산재근로자의
건강과 노동력을 재회복시키는 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 즉, 산재 후
즉각적인 응급치료 조치와 직업 및 사회생활 재참여의 실현을 목적으
로 전체적인 재활과정 경로를 책임지고 있다.10) 이에 분석모형인 [그림
5-1]과 같이 산재근로자의 산재치료 후 궁극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
(Rehabilitation)11)단계를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의료재활(§§ 26ff. SGB IX)에서는 산재치료 후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회복시켜 산재 이전의 상태로 능력을 재복귀 및 건강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긴급처치 및 응급처치
- 회복상황 진행
- 호전상태 유지
- 직업생활 참여를 위한 치료 및 상담
- 부담감 테스트 및 일/작업 치료
- 직업생활 참가 조치
- 장애극복 및 향후 직업교육에 필요한 의료장비 공급

나. 직업재활(§§ 33 ff. SGB IX)에서는 산재로 인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고 직업 재교육을 통한 직업생
활의 복귀에 목적이 있다.
-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 설명
10) 1.Nr,2 SGB VII, §§5,6 Abs.1 Nr.3 SGBX 참조.
11) 산재근로자 및 장애인을 사회에 재편입시키고, 원활히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
록 강구되어지는 모든 일괄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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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준비(장애로 인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교육 포함)
- 직업 적응
- 실습
- 직업교육/추가자격교육/재교육(직업교육장, 직업후원장, 회사 및
장애인 전용작업장)
- 직업생활 재참여 유도
- 노동청의 중개노력
- 직업생활의 도움/지원 중개
- 이동차량 지원/도움
- 일/작업 후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

다. 사회재활(§§ 44ff.,55ff. SGB IX)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사회공동
체 생활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거시설 지원
- 사회공동생활 및 문화적인 삶 참여 지원
이러한 의료, 직업 및 사회재활은 서로가 따로 구분되어져서 실행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보완/상충되어 사회적응이
라는 최종 목표 아래 통합되어진다.

3. 직업재활의 경로
<표 5-4> 직업재활의 경로
상담

→

진단

→

재활사정평가 →

오리엔티어링조치

→

재활준비과정

→

직업교육동반조치

→

직장 및 일자리획득지원

직업찾기 및 일시범

→

개별조치 → 직업교육 →
→

사회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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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는 산재치료 및 의료재활 초기단계에서 이미 산재보험조
합의 직업도우미(Berufshelfer)12)로부터 노동생활 재참여와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가. 산재근로자의 개인적인 전제조건13)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참여를 위한
재활급부의 승인에 있어서 개인적인 전제조건을 심사하게 된다. 개인적
인 전제조건들은 성공적인 직업재활의 기초와 평가자료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는 재활조치(Reha-Maßnahme)의 성공적인 완성
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참여를 위한 재활조치 후에 확실한 직업종사의 가능성을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 및 직종에 대한 적성(Eignung)은 기본
적으로 진단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되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는 보다 정확한 개인의 적성판단을 위해서 전문의사의 진단과 심리진
단서가 보충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이 어려울 경우 개인 적성 판단의
[그림 5-2] 산재근로자의 개인적 전제조건14)
산재 근로자

12) 직업도우미는 개별 산재근로자의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생활 재참여 및 사
회적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학 및 직업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노동청 및 고용주 그리고 그 밖의 재활시설들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13) §§ 26 Abs. 2 Nr. 2, 35 Abs. 1 SGB VII, § 33 Abs. 4 SGB IX.
14) Zitzler(2002). S. 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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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함을 위하여 직업찾기(Berufsfindung)와 일시범(Arbeitsprobung)
같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업후원장(Berufsförderungswerk)15)에서 많이 실시된다.
산재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호(Neigung)는 노동생활참여를 위한 재활
급부 시에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져야하며, 산재근로자 개인의 동의
(Zustimmung)를 요하게된다.16) 산재보험조합은 개인적인 선호에 반대
하여 재활급부를 강요할 수 없으며, 산재근로자의 연령 및 지역노동시
장의 여건 그리고 가족사항, 이동성 등이 고려되어진다.

나. 노동생활 참여지원을 위한 재활급부의 범위와 종류17)
산재근로자는 직업재활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조합은
직업재활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해당 개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18)
직업재활요구는 산재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이전의 직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 직업의 수행이 가능하나 현저하게 직업적
인 경쟁능력이 축소되는 경우에 청구될 수 있다.
1) 이전 사업장으로의 재복귀(Wiedereingliederung im bisherigen
Betrieb)19)
직업재활급부의 첫번째 목적은 이전의 동일 일자리를 재획득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산재근로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의
적합한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며, 해당 산재보험조합과 사업주는 이를
15) 직업후원장에서 산재근로자, 성인장애인 및 실업자 등이 직업교육을 통하여 직
업재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직업재활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Förderung의 의미에 충실하여 직업후원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
로 한다.
16) §9 Abs. 4 SGB IX.
17) §35 SGB VII, § 33 bis 38 SGB IX. 아울러 기본적으로 경제성(Wirtschaftlichkeit)과 절약성(Sparsamkeit)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18) §26 Abs. 5 SGB VII.
19) 산재근로자의 이전사업장 재복귀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1)익숙한 환경, 2)동
료와 상사와의 친분, 3)작업장의 지식, 4)근무연령, 5)직장연금, 6)출퇴근접근
용이성, 7)해직보호 규정 등(Zitzler 2002,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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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재활급부 요구 종류20)

전 직업의 계속적인 종사가 불가능한 경
우 또는, 지속적으로 직업적인 경쟁능력
이 제한되는 경우의 산재근로자
재활급부 요구

직업생활참여를 위한
지원 급부를 가지고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직업이나 직
종을 위한 전환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을 통해서
만 직업생활로 재진
출이 가능한 경우

일자리 획득을 위한
모든 재활급부의 지
원(예:사업주보조금
지급,기술지원 및 일
자리 적응 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획득
을 위한 모든 재활급
부의 지원

일자리 획득을 위한
도움 직업적 적응
및 직업교육 추가교
육 등 지원

후원하게 되어 있다.21)
재복귀시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손실이 없이 가능한 동일한 가치선상에 놓여야 한다.
2)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재편입(Wiedereingliederung im neuen Betrieb)
이전의 사업장에서 계속 직업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업장 내의
새로운 일자리획득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노동청(Arbeitsamt)
과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도우미(Berufshelfer)가 산재근로자와 함께 일자
20) Zitzler (2002) S. 16참조. 그림 3의 a)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각장
애인으로서 전화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P씨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으로 일
자리를 잃게 되었으나, 산재사고로 인한 장애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1) § 191 SGB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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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획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청에
서 구직란의 정보를 통하여 일자리가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
도우미가 노동청과 관계없이 일자리를 중개22)하기도 한다. 또한 산재보
험조합에서 사설 직업안내소(Private Vermittlungsdienste)와 장애인 편
입 전문 부서(Integrationsfachdienst)와 협의하여 일자리를 중개하는 경
우도 있다.
3)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획득(Erhaltung eines Arbeitsplatzes mit
beruflichen Weiterbildung und Ausbildung)
산재근로자가 이론 및 실무 교육 없이 직업생활 현장으로 재편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에서 단계적인 재활조치를 통하여 가
능한 일자리 획득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23) 이러한 조치의 종류는 단
계적으로, 직업적인 적응(Anpassung)과 추가교육(Weiterbildung) 그리
고 직업교육(Ausbildung)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직업적인 적응(Berufliche Anpassung)
산재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자신의 이전 직장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직업적인 전문지식 내지 경험을 잃어버린 경우, 이전의 직업이나 직종
으로 재복귀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되살려 완벽하게 한후 다시 직
업종사를 가능케 하는 것을 직업 적응(Berufliche Anpassung)이라고 한
다. 많은 경우의 산재근로자는 이미 배운 직업이나 직종으로 직업적인
적응을 통하여 재복귀가 이루어진다.
앞에서의 1)과 같이 이전 사업장으로의 재복귀와 새로운 사업장내의
동일 직종 및 새 직종의 적응조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직업적응 조치는
직업생활 현장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의미 있는 재활조치(Reha-Maßnahme)라고 할 수 있다.24)
22) 사례 - 자동차정비공 B씨는 손에 중상을 입는 산재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하
던 중, 지인으로부터 모회사의 창고관리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업
도우미에게 자신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직업도우미는 해당 사업주와
의 연결을 통하여 산재치료 후 B씨가 창고관리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
원조치를 취하게 된다(Zitzler 2002 참조).
23) §28 SGB IX, § 35 Abs. 1 SGB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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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교육(Weiterbildung)25)
여기에는 직업을 위한 전문자격의 추가교육(Fortbildung)과 전직을
위한 교육(Umschulung)이 해당된다. 추가교육은 이미 숙련된 직종에
종사했던 산재근로자에게 동일직종의 전문적인 내용의 추가를26) 통하
여 일자리 획득을 후원하는 것이고, 전직교육은 산재로 인하여 이전의
직업이나 직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추가교육과 전직을 위한 교육은 동일 사업장 또는 수공업상
공회의소 내의 견습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직업후원장(Berufsförderungswerk)에서 제공되어진다.
- 직업교육(Ausbildung)
직업교육은 노동생활참여를 위한 급부로서 산재근로자의 직업적인
재편입을 위한 재활조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전의 직업교육이
없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노동생활 참여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산재 이전에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는 의미를 두지 않고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사 례]
공인된 직업교육 없이 한 운송회사에서 보조일군으로 일하던 B씨의
24) 사례 - 산업 판매관리 직원인 K씨는 고객상담가로서의 외근업무에 다년간 종
사했다. 산재로 인하여 허벅다리 절단을 하게 되어 외근업무가 불가능하게 되
었다. 이에 산재 재활치료 후 K씨는 직업적응을 위한 추가조치 후 내근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Zitzler 2002, S.26).
25) 보통 Ausbildung은 최초의 직업교육을 의미한다. 즉, 독일연방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진출을 위하여 최초
의 직업적인 교육(Berufliche Erstausbildung)을 받게 된다. 보통 직업 및 직종
에 따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Weiterbildung은 처음 교육과정(Ausbildung)이 끝난 후에 다시 계속해서 추가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Weiterbildung의 개념은 사회법전 11권에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사회법전 7권(§ 35 Abs. 1 Nr. 3 SGB VII)의 자격추가교육
(Fortbildung)과 전직을 위한 재교육(Unschulung)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6) 사례 - 미장이 수공을 하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이전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추가교육을 통하여 미장이 현장감독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Weiterbildung에는 이처럼 종종 산재근로자가 이전의 직종에 대한 보수보다 더
경제적으로 향상된 보수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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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작업장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 휠체어
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B씨의 경우 이전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과 예
전의 사업장으로의 재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B씨의 경우

다시 직업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렵게
된다. 산재보험조합과 노동청의 후원으로 직업교육장과 직업후원장 등
에서 B씨는 처음으로 공인된 직업교육을 받아 다시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27)

다.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재활급부의 재정과 기간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모든 경비
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비28) 등이 포함되며, 아울러 직업교육 중
생활유지를 위한 보조금29)도 포함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부의 시간적인 기간 제한은
산재보험을 다루고 있는 사회법전 7권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다루고
있는 사회법전 11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30) 일반적으로 산재근
로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적인 계속교육(Weiterbildung)은 2년 내에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직업후원장에서 실시되는 직업적
인 계속교육은 보통 매일 수업방식을 통하여 법정 기한인 2년 내에 완
료된다. 이 기간에는 그러나 단지 직업적인 본 교육과정만을 포함하는

27) Zitzler 2002참조.
28) 교육 수업료, 기숙사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29) 전일제 직업재활 조치에 참가하는 동안 산재근로자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Ausbildung)이나 계속교육(Weiterbildung)과 같은 직업재활조치로 인하여 소득의 공백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형태로
써 전환급여(Übergangsgeld)를 받을 수 있다. 전환급여는 산재근로자 기본 생
활보장의 성격으로 직업재활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불가
능 상태 이전의 소득과 가족상황 등이 고려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의
68%를 직업재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자녀가 1인이 있는 경
우에는 임금의 75%를 지급한다(§ 50 SGB VII).
30) §35 Nr. 1 SGB VII, § 37 Abs. 2 SGB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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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재활준비과정 및 장애극복을 위한 기본교육과정31)과 같은 준비
조치들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직업재활 급부의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 기간이 연장되
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교육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산재근로자
의 확실한 노동생활 참여 진출이 보장될 경우 산재보험조합에서 연장
된 조치를 승인하게 된다.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재활급부를 승인32)하게 되면,
해당 보험조합의 직업도우미(Berufshelfer)는 산재근로자에 적합한 종합
적인 직업재활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직업도우미는 필요시 의료와 심리
에 대한 전문평가를 중개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주치의와 사용주 및 산
재근로자의 상담과 협의를 통하여 재활조치를 수행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
내지 일자리를 산재보험조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는 노력
을 하게 된다.33)

4.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시설
가. 시설의 종류
1) 의료 및 직업재활 시설(Die Einrichtungen der medizinischberuflichen Rehabilitation).
이미 1970년도의 장애인 재활 후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램
에서 장애종류와 특별 질병에 대한 재활센터시설이 운영되었는데, 장애
31) 재활 적합 여부판정기간(일반적으로 3개월까지)과 재활준비 과정이 해당된다.
예로서, 산재로 인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등과 같이 기본적인 준비교육이 필
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32) 직업재활급부 요구에 대한 승인은 산재보험조합에서 산재근로자의 적성과 개
인적인 상황, 심리적합여부, 노동시장의 여건 및 향후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하게 된다. 승인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산재신고서,
2)산재보험전문의사 보고서, 3)직업도우미 보고서, 4)담당주치의사의 진단서, 5)
사업주 또는 산재근로자의 통지 등이다.
33) §26 Abs. 2 Nr. 2 SGB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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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의료재활단계에서부터 일찍이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재활조
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은 응급조치와 이후 치료관리
에 해당하는 재활 1단계 시설(Phase I)과, 노동생활 참여 조치를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위한 재활 3단계 시설(Phase III) 사이의 중간공백
을 연결해 주는 중간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이러한 목적에서 Phase II에 해당되는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사회법전 11권 26조에 의한 의료재활급부와 동법 33조에 의한 노동생
활 참여를 위한 직업재활 급부제공의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하고 있다고
불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향후 노동생활 참여를 목적으로 의료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울러 병력과 장애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
은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준비조치들이 이루어진다.
- 직업 적성과 일시범(Abklärung der beruflichen Eignung oder
Arbeitsprobung)
- 직업준비(Berufsvorbereitung)
- 직업 적응(Berufliche Anpassung)
주요목적은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 및 기타 장애 극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동반하면서, 노동생활 재참여를 위한 이전 사업장의 동일 일자
리의 재복귀(Wiedereingliederung)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일자리로 재
배치(Umsetzung)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조치들을 제
공하는 것이다.35) 그러나 노동생활 재참여를 위한 이러한 모든 조치가
34) 즉, Phase I은 산재에 대한 응급처치와 의료치료를 위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고,
Phase III은 의료재활을 마친 산재근로자가 노동생활 참여를 목적으로 직업재
활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중 중간에 해당되는 Phase II 는 장애극복과 회복
을 위한 의료 재활단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의료재활 중 Phase III의 수행업
무의 일부분인 직업재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BMAS, 2002).
2002년 현재 독일연방전체에 Phase II에 해당하는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은 19
개가 있다.
35)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재복귀를 위한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 언어치료, 부담감
및 일치료 등 노동생활의 재복귀를 위한 재활후원 조치들이 이루어진다. 여기
서부터 미리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도우미(Berufshelfer)는 산재근로자의 방문 상
담을 하고, 재활상태에 따라서 원직장의 고용주와의 상담을 통하여 직장 재복
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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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질 경우 산재근로자 및 장애인은 다음 단계인 Phase III인 직
업재활 단계로 이행된다.
2) 직업교육장(Berufsbildungswerk)
독일의 직업교육장은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램(Aktionsprogramm Rehabilitaion)으로서 1970년에 장애인 특별시설로 지정, 설치되었다. 당시
에 장애인을 계속해서 일반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
자는 의견과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특별시설에서 직업교
육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했으나, 일반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특별시설에서 적합한 직업교육을 부여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데에서 직업교육장이 설치되었다.36)
독일연방에는 현재 51개의 장애인 전문 직업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으
며, 약 13,000명의 교육자리를 가지고서 160여 개의 직종에서 직업선택
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주로 청
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찾기 및 일 시범과 같은 재활준비과정과
추가교육 및 전직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예외적
으로 산재근로자와 성인장애인이 직업교육장에서 직업재활을 하는 경
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업후원장에서 직업재활을 받게 된
다.37)
3) 직업후원장(Berufsförderungswerk)
직업후원장은 주로 산재근로자 및 이미 직업에 종사했던 성인 장애
인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계속교육(Weiterbildung)에
해당하는 추가교육(Fortbildung)과 전업교육(Umschulung)을 담당한다.
1970년 성인 장애인의 직업 재활시설 지원 원칙에 따라서 독일 전역
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는 독일 전역에 28개의 재교육을 위
36) vgl. BMAS, 2002.
37) 직업교육장(Berufsbildungswerk)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진출
초기단계의 직업훈련시설이라면, 직업후원장(Berufsförderungswerk)은 이미 직
업에 종사했던 산재근로자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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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후원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15,000개의 교육 자리가 있다. 여
기에는 전체 약 180여 개의 미래 지향적인 직종이 있는데, 장애인 및
실업자는 이 곳에서 재교육 내지 추가교육을 받고 능력과 자격을 갖추
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게 된다. 장애인 교육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업후원장에 종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사, 심
리상담사, 사회사업가, 교육가 등이 함께 성인장애인에게 원활한 직업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및 성인장애인은 해당 산재보험조합이나 노동청의 직업
도우미 또는 재활상담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직업훈련장에 등록을 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산재보험조합 내지 노동청은 이들의 입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 작성하여 입학을 대행한다.38)
- 재활편입 계획서
- 합의평가서(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청의 전문심리학자가 작성)
- 의사 진단서(증상 및 병력 기록)
- 산재설문(산재근로자인 경우)
- 재활후원서(산재보험조합의 재활비용 부담 인정서)
4) 장애인 전용 작업장(Werkstatt für Behinderte)39)
중증정신장애와 같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반 노동시장의 진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40)은 장애인 전용 작업장에서 직
38) BMAS, 2002.
39) 장애인 전용 작업장은 직업교육장 및 직업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밖의 직업재
활을 담당하는 제3의 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상으로는 약 0.2%
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 곳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약 70% 정도가 정신장애
인들이며, 그 밖에 중증장애인, 학습기능장애인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노
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종사하게 되며, 향후 노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위한 재활준비를 병행하고 있다(Brackhane 1998, S. 117).
40)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이란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을 말한다.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독일연방에는 약 660만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전용 작업장에서 산재장애인이 종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다음의 사례를
들어 볼 수 있다(예: 뇌의 심한 손상을 입은 산재근로자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하는 데 현저한 능력장애가 생겨 직장생활이 거
의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 장애인 전용 작업장에서 노동에 종사할 수 있

102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업 및 일자리에 종사할 수가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직업종
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과 사회참여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장애인 전용
작업장의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정도에 맞는 자기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습득하게 되고, 아울러 개별 장애에 상응하는 작업준비
연습과정을 거친 후 작업 교육을 받아 작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독일연
방 전체에는 약 660개의 공인된 장애인 작업장이 있으며, 약 195,000명
이 종사하고 있다. 간략히 장애인 전용 작업장을 3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초기준비단계 - 적성여부 판단의 4주간 준비확정단계
- 작업연습단계 -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최대 2년간의 후원단계
- 작업종사단계 - 정해진 일/작업 수행, 일자리 획득을 위한 후원 및
중개
장애인 작업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
하여 알맞은 일자리를 작업장 내에서 제공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다. 해당
노동청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후원 조치에 의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기
본과정과 부가과정을 장애인 작업장에 의뢰할 수 있다.
개별 장애인에 알맞는 작업장 선정을 위해서는 재활단체가 기본적으
로 3개월 동안 전형심사를 하여, 개인 수행능력과 장애 정도에 맞는 작
업분야를 선정하게 되고 해당 작업장을 선정하게 되는데, 교육훈련 주
문은 보통 2년 과정으로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시설설비와 재정은 연방 및 지방 노동청에서 지원하며,
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지원금41)과 보조금42) 등을 지급한다.
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vgl. Zitzler 1994, S. 47).
41) 노동지원금(Arbeitsförderungsgeld)은 사회부조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
지법(SGB IX)에 의하여 그동안 299유로화를 지급받던 장애인은 현재 매달 26
유로화를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43 SGB IX). 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
인은 일반적으로 매달 325유로를 거주지의 사회복지국(Sozialamt)으로부터 지
급받는다.
42) 교육양성비(Ausbildungsgeld)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에서 직업준비 과정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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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시설
기타 시설은 직업교육(Ausbildung)과 추가교육 및 전직교육을 포함
한 계속교육(Weiterbildung)을 제공하는 사설 직업재활시설43) 등이 해
당된다.
-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 조치(Innerbetriebliche Reha-Maßnahme)
많은 산재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직업재활 조치를 이행한다는 측면
에서 - 개별사업장이 일반적인 직업재활시설은 아니지만 - 살펴보고자
한다.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재활성공을 위해서 건강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반 사업장 내에서 직업재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장
내에 직업재활 훈련이 가능한 시설 및 수용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동의를 요한다.44)
산재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직업재활을 이행할 경우 직업훈련(Ausbildung)45)이나 추가자격 획득을 위한 계속교육(Weiterbildung) 완료
육과정에 있는 작업장의 장애인에게 거주지의 해당 노동청에서 지급한다. 작업
장 내의 원활한 장애인 교육양성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금액에
있어서 동서독의 차이가 있었으나 2001년 8월부터는 전 독일이 동일하게 지
급하기로 했다. 교육양성비는 처음 1년에는 매달 57유로를, 그리고 그 다음해
에는 67유로를 지급한다(§ 41 SGB IX, § 42 Abs. 2 Nr. 1 SGB IX). 기타 개
인의 작업장 수입이 있는데, 작업장마다 차이가 있으나 작업장 내에 고정 일자
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매달 100유로화에서 250유로화 사이의 개인
노동에 대한 수입을 갖는다.
43) 각종 장애인을 특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센터(Berufliche Trainingszentren) 등이 해당된다.
44) Vgl. § 35 Abs. 4 SGB VII.
45) 독일연방에서는 노동생활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
업에 대한 직업교육(Ausbildung)을 받아야 한다. 즉, 직업교육(Ausbildung)의
수료 없이는 일자리(Arbeitsplatz)가 보장되지 않는다. 보통 직업과 직종에 따
라서 직업교육은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며, 해당 비용은 연방과 지방정부의
노동청에서 지원하게 된다. 직업교육 실행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양 체제
(Duales System)로 되어 있는데, 이론은 해당 직업학교(Berufsschule)에서 실
시하고 실습은 해당 직종의 사업장(Betrieb) 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교육이 완
료된 후에는 해당 직종의 상공회의소나 산업, 수공회의소 등에서 공인된 자격
시험을 거치게 된다(§ 25 BBiG/ HwO). 상급학교 즉, 대학진학을 제외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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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해당 직업 및 직종에 관련된 공인된 시험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장 내에서 직업이나 직종에 대한 경험습득으로 시험합격 이
후에 계속해서 해당 사업장 내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산재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내에서 계속 직업재활 조치
를 수행할 경우에 재복귀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조합
에서도 경제성(Wirtschaftlichkeit)과 절약성(Sparsamkeit)의 원칙에 의
해 산재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조가 있으면,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조치를
가능한 한 적극 후원한다.

나. 시설이용 비율 및 노동능력 상실률46)
[그림 5-4]와 같이 약 41%의 산재근로자가 직업후원장에서 직업재활
교육조치를 이행했으며, 1/4이 넘는 26.9%가 사업장 내에서 직업적응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거의 30%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기
술학교, 특수직업 및 사설 직업 전문학교와 같은 사업장 밖의 재활시설
을 이용했으며, 2.4% 정도가 직업교육장에서 노동생활 진출을 위한 직
업재활 조치를 받았다.47)
[그림 5-5]에서 산재노동자의 노동능력 상실률(Miderung der Erwerbsfähigkeit)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63.4%가 재활조치 완료 후 거의 노
동능력을 회복했거나 단지 20% 미만의 노동능력 감소율을 보이고 있
다. 업무상사고, 직업병 및 출퇴근재해의 이유로 인해서 재활조치 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해당 직업교육을 위해서 사업장 내의 직업교육 자리
(Ausbildungsplatz)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많은 직업이나 직
종들이 사업장 내에서 이론과 실습방식으로 교육․양성된다. 이런 기본적인 배
경에서 산재근로자 역시 산재로 인하여 이전 직업이나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 개인의 적성과 장애정도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동 사업장이나 타사
업장에서 교육받고, 공인된 자격시험을 거쳐 해당 사업장 내지 타사업장에서
직업생활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46) 산재보험조합에서 직업재활조치가 완료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1986∼1991년)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참고-HVBG/
BAGUV (Hrsg.) 1994).
47) Vgl.HVBG/ BAGUV(Hrsg.) 1994,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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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능력 상실률이 20%에서 45% 정도에 이르는 비율은 거의 1/3에
해당되었고, 심한 산재장해로 인하여 재활 후에도 50∼100%의 노동능
력 상실 결과를 가진 산재근로자는 7.7%였다.48)

[그림 5-4] 독일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조치 이행시설 분포

사업장내 29.9
직업후원장
40.8

기타 시설 26.9

직업교육장 2.4

[그림 5-5] 독일산재근로자의 재활완료상태에서의 노동상실률(MdE) 분포

50~100MdE
7.70%

20~45 MdE
28.90%

MdE 20%이하
63.40%

48) Vgl.HVBG/ BAGUV(Hrsg.) 1994, 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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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적응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1. 직업후원장
직업후원장(Berufsförderungswerk)49)은 전체 독일연방 지역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면서 공익과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정치적인 과제를 담
당하는 사회재활 시설이다. 주요이념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사회적
응이라는 목표 아래 고객지향, 질 관리 그리고 경제성으로 대표된다.
사업목적은 장애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위한 노동생활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활 참가자인 산재근로자 및 성인 장애인을
위하여 직업재활과정 동안에 재활전문팀50)의 재활전문 업무수행 및 재
활팀 운영51) 그리고 여가와 거주52)를 제공하는 등 직업재활을 통한 사
회 재적응을 위한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도모한다.([그림 5-6] 참조).
직업후원장은 산재근로자 및 성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회진출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5-7]과 같이 산재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직업후원장은 사회진출 참여를 위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산재근로자 및 사업주와 직업후원장의 이해관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49) 개별 직업후원장은 직업후원장사업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공동체 범위 안에서 각기의 경험들을 교환하고, 공
동의 기본 원칙과 개념을 이행하고, 공동전략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며, 개발사
업과 공동마케팅을 추구한다. 사업공동체를 통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을 서로
협조하며, 직업후원장 상호간의 협조와 연결을 도모한다.
50) 재활전문팀(Reha-fachdiesnt)은 직업재활과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문팀이
다. 재활 특별전문가로서 교육, 의학, 사회학, 심리학의 전공 자격을 가진 전문
가로 구성되어 있다.
51) 심리학자, 의사, 사회사업가 및 사회교육가로 구성되어 재활전문업무가 수행되
며, 해당 교육기간 동안에 피교육자는 이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된다.
52) 재활기간 동안에 기숙사의 형태로 거주가 제공되며, 휴식과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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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개별 직업후원장의 실행 프로그램 현황
개별 직업후원장의 실행 프로그램
사전제공 프로그램

직업자격(능력)부여

편입/적응지원

․상담 및 진단

․추가자격 부여

․오리엔테이션
․재활사정평가

․파트타임 자격부여
․외부재활프로그램
제공

․재활준비과정

․개별적 프로그램

․물리적 부대시설 상담

․파트타임 준비

․직업동반프로그램
․일자리 획득을 위한
자격(능력)부여 조치

․적응능력(자격)조치

․직업찾기 및 일시범

․재복귀지원

․상담 및 지원 후원
․고용주와의 접촉 및
협의
․일자리 초기 지원

․재교육 및 연수 제공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적응 지원
자료 :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안내자료(2001) 재구성.

[그림 5-7] 직업후원장과 사회진출 경로
산재 및
장애요인
예

방

재활사정평가

기업체/

일반/산재장애인

재활

직

기관/단체
후

자격(능력)부여

노동청

재활준비

사업주

업
원

장

편입/통합

사회진출 및 참여

자료 :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안내자료(2001) 재구성.

사후지원조치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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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및 산재근로자 재활채용을 통한 사회책임 및 기업가치 실현
- 전문노동인력 부족의 대안 고려
- 적절한 자격 및 능력조건을 갖춘 노동력의 필요성 등
반면, 노동생활 재참여를 위한 산재근로자의 이해는 다음과 같이 전
망될 수 있다.
- 직업생활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참여의 삶 유지
- 가능한 거주지역 내의 적합한 직업재활 희망
- 자세한 재활서비스 정보 및 다양한 재활 희망
- 장애종류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직업재활 희망
- 재활과 장애극복을 위해 필요한 부가급부 및 설비제공 등
이러한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
으로서 직업후원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재활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재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직업후원장
- 노동시장 여건 고려와 경제변화 여건에 적합한 직업교육
- 자격을 갖춘 공인된 직업교육시설의 역할
- 기업체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직업생 양성
-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 고려
- 최신의 기술 설비와 자격을 갖춘 재활전문가 확보
- 장애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해법과 연구 개발
-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사회적응목적달성 등
산재근로자의 직업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 례]
현재 L씨는 Hamm시에 있는 한 컴퓨터회사에서 IT시스템 전기 기사
로서 확실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6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일을 하
며 현재까지 자신의 일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
업 당시 그의 미래의 직업은 전혀 달리 소개된다. 학교 졸업 후 L씨는
오토바이를 선호하게 되었고, 여기저기 지원 끝에 흥미 있는 자동차 도
색공으로 직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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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몇 년 전 L씨는 컴퓨터 1대를 구입하게 되었고, 차츰 컴
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L씨는 작업중 무릎연골
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여 더 이상 이전의 일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
다. 이미 결혼하여 가족이 있는 L씨의 입장에서는 직업이 무엇보다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의료재활이 끝난 후 그는 노동청(사무소)의 재활상
담부서에 가서 직업재활을 신청하고, 자신이 컴퓨터에 대해 흥미를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이에 해당지역의 직업후원장에서
직업찾기와 일시범을 통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대한 재능과 흥미를 인
정받게 되었다. 그 해 L씨는 Hamm의 직업후원장에서 재활준비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2년의 직업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 3개월 동안 현장실습
을 한 컴퓨터회사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후 L씨의 능력을 인정하여
회사에서 재교육과정이 끝난 후 채용하게 되었다. 이에 L씨는 자신의
흥미와 더 밝은 직업적인 미래를 가지게 되었다.53)

2. 재활사정평가(Reha-Assessment)54)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재
활사정평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개별 직업후원장의 프로그램 사례
를 알아본다. 재활대상자 즉, 산재근로자의 실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먼저 재활사정평가의 이해를 돕기로 한다.
[사례 1]
- 동일 기업체 내의 다른 부서/일자리 획득
30대의 남자 K씨는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소매상인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수료했다. K씨는 잠시 소매상인 직업에 종사하다가 경제적
인 이유로 해서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는 한 기업체로 전업을 했다. 이
53) BfW, VdK- Zeitung 9/2000.
54) 재활사정평가는 독일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
일된 규격기준을 가진 모듈에 기초한 평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재활대상자의
개인적인 선호와 객관적인 능력을 특정한 자격기준이나 특정 직업 내지 직종
에 대비하여 객관적으로 자료들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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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K씨는 생산작업의 일을 하게 되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K씨는
현장작업에 대한 착실한 지식과 완성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K씨는 왼손에 중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왼손을 절단해
야만 했다. 산재치료 및 의료재활 후 K씨가 이전의 직업에 계속 종사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부적합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K
씨가 재복귀시에 다른 부서로 배치하기로 했다. 해당 산재보험 관할인
산업부문의 산재보험조합과 해당 사업주는 K씨가 향후에 종사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방향 설정을 협의하게 되었다. 이에 재활사정평가를 통
하여 K씨를 위한 지적 및 동기적인 전제조건을 설명하고, K씨의 장애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협의하기로 했다. K씨는 이전의 소매상인 직업
훈련 수료와 생산과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포괄적
인 경험을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받게 되었다.55)
[사례 2]
- 다른 기업체 내의 새로운 일자리 획득
30대 후반의 여자 P씨는 실업교육을 마치고 노인간호사 훈련을 받아
서 직업에 종사해 왔다. 가정생활 때문에 잠시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 이 직업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P씨는 근무중에 허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해 왔다. 이는 간호사 직업으로 인해 다년간 축적된
통증으로 디스크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만 했다. P씨는 수술 후에
도 계속되는 후유증과 심한 통증으로 이전의 간호사 직업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산재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P씨의 재활후
원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P씨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강한 관심은 있지
만, 자신의 능력과 직종에 대한 선호선정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
게 되었다.
P씨의 직업적인 소질과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관할 기관
은 재활사정평가를 통해 직업 찾기 및 그에 따른 일시범을 제공하게
되었다.56)
55)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자료(2002).
56)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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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사정평가의 정의
재활사정평가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나 향후 장애인이 될 소지가 있
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 욕구사항 및 진로방향 능력의 전체적
인 스펙트럼으로서, 해당 재활대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포괄적인 능력
설명과 재활가능성에 기초한 개별적인 재활계획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
예방조치, 진단 그리고 직업재활 방향 설정 영역에서 재활사정평가가
수행되며, 재활사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재활계획이 수립되고 아울러 성
공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57)
2) 목 표
재활사정평가는 재활자 즉, 산재근로자의 지속적인 사회생활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 개발 및 진단은 재활사정평가의 포괄
적인 체계의 기초를 이룬다.
장애인과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회복․향상시키고, 능력을 부가하여 개인에게 맞는 재활조치의 개별적
인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5-8]과 같다.
[그림 5-8] 재활사정평가의 기능설명도
재활 사정 평가
일자리 및 직업요구

일자리 및 직업요구

․육 체 적
․정 신 적
․사회적 맥락

․육 체 적
․정 신 적
․사회적 맥락
비교 결과 산출

재활 필요

재활잠재 가능성

재활계획 수립

성공 진단

자료 :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자료(2002).
57)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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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자리 및 직업요구 사항
구체적인 특정의 일자리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을 바탕으
로 조사된다. 즉, 산재근로자의 예전 일자리 및 희망 일자리에 대하여
전체적인 일자리 분석을 한다.
나) 능력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재활자 즉, 산재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직업 및 일자리에 대한 전체
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의료/심리 진단은 물론 그 밖의 직업 전
문적인 일시범 테스트를 한다.
다) 재활 요구
재활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조사와 해당 일자리 및 직업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비하여 재활요구를 확인한다.
라) 재활 잠재 가능성
재활요구에 따른 재활대상자의 잠재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재활대
상자의 적성 및 선호 그리고 이전의 직업에 대하여 고려된다.
마) 재활계획 수립
재활잠재 가능성, 지역적인 노동여건, 재활제공 여부 및 법적, 경제적
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바) 성공 진단
재활목적 즉, 재활대상자의 노동생활 참여의 실현 가능성을 추측 평
가하게 된다.
3) 재활사정평가의 제공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재활사정평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그림 5-9]와 같
이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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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재활사정평가의 제공 프로그램 설명도
안내

최초

제공

상담

사업주

재활수용/
성공진단

상담

개별
특별
상담

직업정보
및
상담

직업방향
판단

산업노동
의학
스크린

노동
심리학
스크린

이동문제
후원/상담

장애

기술지원

적문적인

적응

장비보조

일시범

노동
심리학
2단계

산업노동
의학
2단계

자료 :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자료(2002).

① 안내제공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각 직업후원장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 안내의 기초자료 등이 제공된다
(예: 오리엔테이션).
② 최초 상담단계에서는 재활대상자는 동일 직장내 다른 일자리 내
지 전직 요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언과 정보를 제
공받게 된다(예: 사회교육가와의 면담).
③ 개별적, 특별주제 상담에서는 재활 대상자의 개인적인 목표와 성
장 발전 과정을 고려하여 심리, 의학, 교육 그리고 직업학적인 상
담을 구체화시킨다(예: 병력, 관심사 질문,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대화 상담 등).
④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단계에서는 특별한 직업교육훈련

114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과 일에 대한 내용 소개 및 노동시장의 상황 이해를 돕는다(예:
해당직업에 대한 재활성공률과 노동시장의 종사비율 및 전망에
대한 안내 책자, 상담 및 필름 제공).
⑤ 직업방향판단 단계에서는 특정한 일과 교육훈련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나 현실적인 적성 및 일에 대한 중압감 등이 설명된다(예: 교
육훈련장의 방문이나 실습).
⑥ 산업노동의학 스크린 단계에서는 재활대상자의 현 재활상태를 설
명하게 된다(예: 이전의 진단서 참조 및 특정 목표 아래 건강진
단).
⑦ 노동심리학 스크린 단계에서는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설
명된다(예: 적정 진단 판단 여부 및 이전의 진단서 참조).
⑧ 산업노동의학 2단계에서는 적합 진단 여부와 생산능률을 알아보
는 것으로서, 다양한 직업 영역 및 개별 직업 그리고 일 종사에
대한 건강상 적합 여부 및 능률성에 대한 기능적인 능력을 재평
가하게 된다(예: 실험실, MRT, ERGOS 등).
⑨ 노동심리학 2단계에서는 지능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하게 된다(예:
집중력 테스트 및 특별직종 적합 여부 내지 지능과 지적 구조 테
스트 실시 등). 아울러 다양한 직업 및 특정한 직업에 대한 적성
여부의 감정 내지 정서 적합정도를 알아본다(예: 개성 및 관계행
동 관찰).
⑩ 전문적인 직업 일시범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전문 일시범을 기반
으로 해서 개별 직업과 직종에 대한 실제적인 적성과 선호를 결
정한다.
⑪ 기술지원 장비 내지 보조물 상담에서는 향후 직업 교육장내 또는
일자리에 필요할 특수 기술지원 장비들의 필요성 여부를 상담하
게 된다.
⑫ 장애에 대한 적응단계에서는 재활 대상자의 자기개념에 있어서의
장애의 적응 및 사회통합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한다(예: 심리적
인 상담지원 및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도 포함).
⑬ 이동문제 후원단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재활대상자에 대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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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상담하고 지원하게 된다(예: 장
애인 특수차량 내지 자동 휠체어 등).
⑭ 기업주와의 상담에서는 재활대상자의 일자리 제공여부 및 향후
계획 가능성에 대한 조사 분석(예: 설문지 조사바탕)과 재취업 알
선 가능성 상담, 그리고 특별후원 지원가능성을 설명하게 된다
(예: 사업체 안팎의 재취직 선택가능성과 재활단체의 재정적인
후원금 등이 설명된다).
⑮ 재활수용 및 성공진단에서는 재활대상자의 능력과 요구되는 사항
들을 비교 대립시켜서 재활 성공진단을 한다(예: 정신 및 육체적
요소와 사회적응 관계 요구사항에 대한 진단. 구체적인 도구 프로
그램으로서는 MELBA와 IMBA가 있음).
이상의 재활사정평가는 개별 현장인 직업후원장에서 공동으로 규정
된 표준양식 사용과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재활평가양식을 사용하여 이
행된다. 전형적인 직업찾기 및 일시범 단계와 같이 모든 직업후원장에
서 제공되는 재활사정 평가방식과 그 밖의 다양한 다른 요소들58)을 재
활사정 평가에서는 포함하고 있다.59)

3.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 60)
가. 베를린의 직업후원장(Berufsföderungswerk Berlin)
1) 목표
육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이전의 직업이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획득을 위한 추가적
58) 재활자의 적성 및 선호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요소.
59)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 자료(2002).
60) 독일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업후원장
의 몇몇 사례를 살펴본다. 4곳(베를린, 브레멘, 함, 보크홀쯔베륵)의 직업후원장
의 예를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의 이해를 돕기로 한다. 베를린과 함의
경우는 서면자료보고를 바탕으로 하고, 브레멘과 보크홀쯔베륵은 직접방문조사
를 기초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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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격을 형성하는 한편, 전직에 따른 직업 재교육을 수행한다. 이는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통한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편입과 적응을 목표로
한다.
2) 설비와 제공 업무
최신 장비를 바탕으로 현대식의 교수방식을 통한 이론과 실습 지향
적인 교육제공 및 현장환경에 맞는 작업장, 실험실 및 실습사업장을 구
비하고 있다.
직업재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전문가로 구성
된 재활전문팀을 운영하여 부가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전
문팀의 부가적인 전문서비스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의사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업무
- 개인적인 문제상담을 위한 심리상담 업무
- 상담과 도움을 위한 사회업무
- 여가 및 스포츠 제공과 함께 기숙사 지원 업무
- 일자리 찾기를 위한 후원과 상담 및 보조를 위한 편입업무
이러한 재활 전문서비스를 통하여 직업후원장에 속한 재활대상자는
직업재활기간 동안의 개인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원과 후
원을 받게 된다.
3) 입학대상
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18세 이상의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
역적으로는 주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를 대상으로 한다.
4) 제공 프로그램
베를린 직업후원장의 제공 프로그램은 크게 준비과정과 교육과정으
로 나뉠 수 있다.
준비과정에는
가) 직업찾기 및 일시범 - 새로운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지원으로서,
기간은 2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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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 준비과정 - 본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학습
준비와 연습으로 기간은 13주이다.
다) 집중 재활 준비과정 - 학교교육과 학습이 부족한 재활 대상자를
상대로 집중적인 준비과정을 제공하며 기간은 6개월이다.
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찾기 및 일시범 - 직업생활 적응을 위한
개별적인 계획수립 지원과 특별 후원으로 기간은 6주이다.
마)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 연습 -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적응훈련 및 새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훈련과정으로 기간은 12개
월이다.
본 교육과정은 24개월로 다음과 같은 직업영역에서 시행된다. 상업계
통의 직업, 기술계통의 직업, IT직업과 광고매체 직업 등으로 해당 기
술상공회의소의 공인된 자격 졸업시험을 거치게 된다.
5) 재활사정평가 사례
가) 지적인 업무능력의 평가
① 대상 - 재활단체의 상담과정에 있는 재활대상자
② 목표 - 노동심리학적인 적합 여부 수립
③ 기간 - 1일
④ 내용 - 안내, 첫 상담, 노동심리학 2단계 및 성공진단
나) 직업찾기와 일시범에 따른 직업적인 적합 여부 평가
① 대상 -재활단체의 상담과정에 있는 재활 대상자
② 목표 - 직업적인 미래에 대한 개발, 선호 및 적성 여부 심사
③ 기간 - 2주
④ 내용 - 안내, 상담, 주제 및 개인에 맞는 상담, 직업학적인 안
내 및 상담, 직업 방향 설정도움, 노동의학 2단계, 노동심리학
2단계, 직업 전문적인 일시범, 성공여부 진단, 필요시 기술장
비 지원 및 도구지원, 장애 및 병에 대한 극복처리 등
다) 별도 개별조치
위에서 언급된 조치들이 목표에 이탈할 경우 재활 책임단체와 협의
를 통해 별도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다. 보통 산재보험조합이나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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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의하여 성공적인 모듈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 설정 작성을 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치유과정 범위 안에서, 또는 의료치료 및 재활 연
결선상에서 재활대상자에 대한 부담감 실험 및 특정 직업과 직종에 대
한 적합 여부 설명을 위한 일시범을 할 수 있다.

나. 브레멘-레줌의 직업후원장(Berufsförderungswerk Bremen-Lesum)61)
1) 목 적
사고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전의 직업이나 원래의 노동여건을 더 이
상 유지할 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운영 목적을 가
지고 있다.
- 새로운 직업적인 전망 부여/획득
- 개개인 훈련생의 개인 상황에 맞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직업
교육 훈련
- 노동시장 재진출에 따른 적응 지원
재활대상자는 필요할 경우 우선 재활 준비과정인 직업준비단계를 거
칠 수 있다. 직업찾기(Berufsfindung)와 시범적인 작업 테스트(Arbeitserprobung)가 이에 속한다.
2) 재활사정평가(REHA-Assessment)
가) 직업찾기(Berufsfindung)
참가자가 직업재활을 추구하지만 뚜렷한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업찾기 과정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는 현장 견
학 및 테스트와 상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직업적인 관심을 찾
게 된다.
직업에 대한 자격 형성과 사회적응을 위한 조언들은 전문지원팀과
61) 브레멘시의 레줌에 자리하고 있는 브레멘 직업후원장은 프리드호르스트 재활
센터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지역 구분을 초월한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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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후원장의 재활교육 담당자들을 통하여 토의되고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직업찾기를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해당 직업 및 직종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와 자격구비조건 등을 습득하게 한다(해당 선택 직
업 내지 직종에 관한 저서 및 필름, 노동청의 정보자료, 인터넷 탐색정
보 등).
기간은 2주간 진행되며 산재보험조합과 직업찾기 과정에 참여한 전
문가들이 함께 재활 대상자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진단과 협의를 한다.
본사인 브레멘-레줌의 직업후원장 외의 지역에 설치된 지사62)에서도
직업찾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나) 작업/일 시범(Arbeitserprobung)
참가자는 일시범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여부 판단을 적절히 표현/증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후원장 내의 작업장 및 실험실에서 직업 및
직종에 대한 해당 지식과 능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제공된다.
재활 전문지원 부서의 지원하에, 참가자는 자신의 직업적인 동기와
선호, 육체적․정신적 부담감, 현실적인 소질 그리고 지적인 능력과 예
비지식에 대하여 그룹과 개인에 걸쳐서 진단 테스트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본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직업 영역에서 직업찾기 및
일시범이 이루어진다. 기간은 직업 목적과 개인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1주에서 4주까지 진행된다.63)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인 진단과 심리테
스트를 거치게 된다.
최종 결과는 참여한 모든 재활 전문가와 비용을 충당하는 산재보험
내지 노동청의 재활전문 상담가가 협의하여 해당 재활대상자의 직업적
인 전망을 확정시킨다.

62) 시내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7개의 지사가 설치․운영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기
존의 직업찾기 과정과 동일하나 재활 대상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
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간은 동일하게 2주이며, 1주는 거주지역에서
실시하고 2주차에는 브레멘-레줌-프리드호르스트에서 실시하게 된다.
63) 직업찾기와 일시범은 정해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직업영역을 미리 선정하여 목표를 정해서 실시될
수도 있다. 이는 재활 대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욕구가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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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선택훈련(Berufswahltraining)
직업선택과정의 이해를 돕고 원활히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직종의 정보제공과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실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내용은,
- 해당직업이나 직종에 대한 적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개인적인 노동여건과 지역의 노동시장여건,
- 개인의 적합 여부 등이다.
아울러 해당직업의 직업양성 교육사정과 추가자격 부여의 시장 여건
등을 지역과 지역을 초월하여 정보를 살펴본다. 기간은 1일이며, 시내
출장소를 제외한 그 외 지사에서 훈련이 가능하다.
라) 심리적합 테스트(psychologische Eignungsuntersuchung)
재활대상자의 심리적합 테스트의 목적은 해당자의 지적능력과 관심
체계, 그리고 동기에 관하여 질문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당 직업 선택이나 직종에 대한 적합 여부를 비교, 판단하기 위함이다.
테스트는 보통 6명을 한 집단으로 해서 심리학자가 실시하며, 마지막에
산출된 내용을 함께 토의한다. 기간은 보통 1일이며, 브레멘 시내의 분
소를 제외한 모든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산재보헙조합이나
노동청에 제출될 심리진단서가 작성되기도 한다.
3) 재활준비과정 프로그램
직업재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문지식 및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능
력을 전수시킨다. 준비과정에서 재활대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
게 되고, 본 직업훈련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습방
법을 터득하게 된다. 다른 직업후원장과 마찬가지로, 재활 전문인력으
로 구성된 팀에 의한 소그룹과 개인별 본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프로
그램이 제공된다.
가) 목적
각 3개월 내지 5개월의 재활준비 과정 후에 재활대상자들을 본 직업
훈련 및 전직을 위한 재교육 조치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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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기초 학습능력의 재생 및 보충이 필요한 재활대상자, 특히 다음과 같
은 영역의 학습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다.
언어와 수학능력(예: 집중능력, 다양성처리능력, 학습처리능력 등)
사회행동능력(예: 대화능력, 그룹행동능력, 책임 및 역할처리 능력 등)
심리 및 감정영역(예: 불안, 두려움, 우울증)
다) 기본개념
실천 및 실습 지향적인 학습이념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주를 이룬
다.64)
라) 내용
본 직업재활 과정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3개월의 재활
준비과정 내지 5개월의 연장된 재활준비과정을 거친다.
- 국어, 수학 내지 자연과학의 기초지식 습득
- 직업 관련 전문기초지식 습득
-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도움(예: 의사능력 및 팀 능력 배양)
- 개개인의 학습기술 및 전술개발
4) 직업재활 훈련과정
재활준비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
게 된다. 기존 직업유지를 위한 추가조치 및 전직을 위한 재직업 훈련
이 이에 속한다. 직업 훈련은 2년간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이 실시되며
노동시장의 질적인 요구 조건과 향후 지속적인 직업 생활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당 직업 및 직종에 대한 실습 지향적인 수
업방식과 첨단 장비를 겸비한 현대식 훈련시설을 통하여 원활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직업재
활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전자학/전자공학
64) 프로젝트수업의 목적은 향후 교육과정 및 실제 일자리 상황에 적절한 관계 설
정 능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내용은 주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의사소통능
력 향상 등 직장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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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가공처리(CNC 포함)
- 제도기술 직업(CAD 포함)
- 상업부문의 직업
- 노인개호 도우미
- 정형외과 수공직
- 정형외과 수구두공
- IT 직업
- 매스미디어 창작
다른 직업후원장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직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재
활전문지원팀65)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함의 직업후원장(Berufsförderungswerk Hamm)
목적은 다른 직업후원장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재활사정평가에 의
한 준비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이 주 내용을 이룬다.
함의 직업후원장은 1976년 설립 이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8천여
명의 직업재활 근로자를 배출해 냈다. <표 5-5>에는 재활대상자 비교에
따른 비용분석과 그동안의 재활지원팀의 전문직원 추이를 보여준다.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활 대상자수에 대한 함의 직업후원
장 직원수는 현재 약 4 대 1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인원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활대상자의 1일 비용은 기숙사 시설이용자
가 통근자에 비해서 약 10% 이상 비용66)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의 직업후원장에서 직업재활 후 해당 연도에 사회에 재진출한 비
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활자 대부분은 장기적으
로 풀타임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5)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회지원 업무 등이 해당된다.
66) 출․퇴근 재활대상자와 기숙사 시설이용 재활대상자 간의 비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기숙사 이용시설에 따른 비용을 산재보험조합이나 노동청에서 지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 비용 제공은 기본적으로 재활대상자의 원활한 최
적의 재활을 위하여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서 기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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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함 직업후원장의 재활대상자 추이와 비용분석
(단위 : 명, DM)

연도

재활대상자수

직원수

1일 비용(기숙자)

1일 비용(통근자)

1976

216

48

67,55

50,70

1986

614

146

69,00

51,75

1996

761

190

87,00

73,95

2000

840

186

114,50

91,00

2001

847

197

113,90

90,40

자료 : bfW Hamm의 내부 자료(2000).

직장알선비율을 직업영역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6> 함 직업후원장의 연도별 직장알선비율
연

도

직장알선비율(%)

1992

68

1994

71

1996

69

1998

77

자료 : bfW함의 내부자료(2000).

<표 5-7> 함 직업후원장의 직업종류에 따른 취업비율
직업종류

취업비율(%)

은행사무원

89

안경관리사

85

보청기음향기술자

93

공구제작기술자

100

산업전자공학기술자

77

통신전자공학기술자

88

자료 : bfW함의 내부자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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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 오리엔테이션(BOS-Berufliches Orientierungsseminar)
참가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유연성을 부여한 2주간67)의 직업찾기와
일시범이 제공된다. 먼저 직업찾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일 동안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대한 탐색 및 조사를 하게 된다. 선택된 직업이
나 직종에 대하여 특별히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일시범은
보통 5일 정도로 참가자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직업적인 오리엔테이션은 개별 재활대상자의 직업적인 방향성을 찾
고,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단계이다. 2주 후 결과에 대해서 산재보험조합이나
노동청은 직업 오리엔테이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게 된다.
함의 직업후원장에서 실시하는 BOS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전반적인 직업 오리엔테이션과 재활대상자의 해석과 판단작업 수
립(기간 2일)
② 일반적인 작업기술 소개 및 다양한 작업 재료과 일 테크닉의 시
범(기간 2일)
③ 실제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개별직종에 대한 일시범(기간 2∼3일)
④ 심리적합 여부와 평가 및 해석(기간 1일) 노동의학적인 조사 및
상담, 그리고 평가 및 해석(기간 1일)
2) 재활준비훈련(RVT)과 준비과정(RVL)
재활준비훈련에서는 실습과 실전 지향적인 교육개념하에 해당 전문
지식 및 심리․사회적인 적응능력을 3개월 동안 준비훈련하게 된다. 재
활대상자에게 기초적인 준비훈련을 통하여 본 교육과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67) 모든 재활대상자가 2주 기간이 소요되는 직업찾기와 일시범의 전체 프로그램
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 재활단체가 이미 적절한 심리적인, 그리고 노동의학적
인 결과를 사전에 제시하게 되면, 동일한 심사 작업을 반복할 필요는 없게 된
다. 많은 재활단체는 특정한 직업상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경험의 가능성을 재
활대상자에게 부여하기를 원하며, 전체 프로그램의 직업찾기 및 일시범의 전과
정을 모든 재활대상자에게 모두 이수하기를 원하진 않는다. 이는 경제성과 절
약성에 기인된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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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에서는 6주간에 직업찾기와 일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는 새로운 직업이나 직종에 대한 방향성과 심리적인 부담감을 찾아내
고 극복, 연습하는 조치가 취해진다.68)
3) 복귀조치 및 협력
재활대상자 중에서 이미 자신이 배운 직업으로 재복귀를 희망할 경
우에 해당된다. 직업후원장내 내부 트레이닝센터의 해당 훈련직종의 재
활팀이 재활대상자의 개별적인, 그리고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후원 계획
을 수립하여 복귀조치에 협력하게 된다.
다음은 함의 직업후원장에서 제공되는 직업찾기와 일시범의 영역으
로서 직업훈련 과정이기도 하다.
- 보청기음향기술자
- 안경관리사
- 전자 및 전기시술자
- 안전기술자
- 정형외과 기술자
- 정형외과 신발기사
- 구두공
- 기계설비 및 연마기사
- 기술제도
- 상업과 행정근무직업
- 마사지사 및 의료 목욕사
- 놀이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 노인개호 도우미
- 실험실 요원

68) 학습 내지 능력장애를 가진 재활대상자들을 상대로 내부의 트레이닝센터에서
개인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별적이고 총체적인 학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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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크홀쯔베륵의 직업후원장69)
1) 재활사정평가(RehaAssessment)
보크홀쯔베륵의 직업후원장에서 제공되는 재활사정평가 프로그램은
아래 <표 5-8>과 같다.
가) 직업찾기(Berufsfindung)
오늘날 매우 빠른 속도로 직업 세계가 변하고 있어 직업선정의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의료재활 후 기존의 직업 및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여 재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업찾기 단계에서는 아
직 구체적인 직업 및 직종을 결정하지 못한 재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표 5-8> 보크홀쯔베륵 직업후원장의 재활사정평가 프로그램
재활사정평가 제공 프로그램
구

분

기

간

직업찾기

2주

작업 및 일 시범

1주

특별 직업찾기

4주

심리적합 진단(PSU)

1일

심리적합 진단플러스(PSU＋)

3일

1주간의 재활사정평가

5일

병원환자에 대한 직업오리엔테이션 조치(IBO)

4일

자료 : bfW-Weser-Ems(2003).
69) 원명칭은 Berufsfoerderungswerk Weser-Ems이나, 여기에서는 다른 직업후원
장과 같이 소재 지역의 이름을 먼저 사용하여 보크홀쯔베륵의 직업후원장이라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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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찾기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심리학자, 의사, 사회사업가 및 직
업교육가로 구성된 재활전문 지원팀의 지원과 함께 진행되며,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은 재활자의 실질적인 직업 전망과

향후 종사가능성의

기회를 검증하게 된다. 최종 직업찾기의 결과는 보통 재활 지원단체(산
재보험조합이나 노동청 등)의 이해와 재활대상자의 개인적인 문제점 및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내용
- 직업학적인 정보 및 종사 전망
- 노동의학적인 조사 및 조언
- 심리테스트 및 소양체계
- 학습 및 능력테스트
- 개별 및 그룹의 심리 대화
- 실제적인 기초 시험
- 다양한 교육영역의 경험과 탐험
- 결과 회의 및 보고서
(2) 대상 직업 및 직종
보크홀쯔베륵의 직업후원장에서 제공되는 다음 관련 직업/직종 영역
에서 직업찾기가 실시될 수 있다.
- 전기공학 관련 직업
- 금속공학 관련 직업
- 전기도금술
- 국가자격 기술자
- 사회/서비스 직종
- IT 컴퓨터 관련 직업
- 건물관리 및 건물기술자
- 상업 관련 직종
나) 작업/일 시범(Arbeitserprobung)
구체적인 직업이나 직종에 대비하여 실제적인 일/작업 테스트를 실
시해 봄으로써 참가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적성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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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구되는 직업의 노동강도와 지적인 소유능력 및 일의 부담감 등을
참가자의 개인적인 문제점과 적성에 대비하여 비교 탐구하게 된다. 직
업찾기와 마찬가지로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심리학자, 의사, 사회사
업가 및 직업교육가로 구성된 재활전문 지원팀의 후원 아래 진행된다.
일시범(Arbeitserprobung)의 대상 직업 및 직종은 위의 직업찾기의
직업 영역과 동일하다.
(1) 내용
- 개별직업 및 직종에 대한 안내 정보 제공
- 개인별, 특별 주제별로 상담
- 노동심리학적 진단(소양체계를 위한 심리테스트 및 개별/그룹에 있
어서 심리 체크)
- 노동의학적 진단
- 직업전문적 일/작업 테스트
- 질병과 장애에 대한 극복 처리
- 직업영역의 탐구 및 경험
- 결과에 대한 최종 점검 협의 및 성공 진단
다) 의료재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오리엔테이션 조치(IBO-Berufsorientierungsmassnahme fuer Patienten in Kliniken)
이전 직업이나 직종으로 재복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대안에 대한 새로운 직업오리엔테이션 조치를 추천/제공한다. 주요대상
은 의료재활 및 치료중인 근로자로서 향후 재복귀 조치가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재활대상자 내지 직업적인 새로운 방향성을 필요로 하는 재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IBO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내 및 정보 제공
- 첫 상담
- 직업적인 오리엔테이션 도움
- 노동심리학 1, 2단계
- 노동의학 1,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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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전문적인 일/작업 시범
- 성공 진단
2) 재활준비과정(Reha-Vorbereitungs-Lehrgang : RVL)
가) 목적
준비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예전의 학교교육과 같
은 지식을 추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공된다. 핵심분야는 국
어와 수학과 같은 기초지식 및 중요한 전문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아울러 대상자가 학습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학습
기술이나 직업테크닉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기간 및 대상
직업영역과 직종에 따라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활준
비과정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재활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표 5-9> 보크홀쯔베륵 직업후원장의 재활준비과정 직종 및 기간

재활준비과정(Rehabilitationsvorbeitungslehrgaenge)
직업영역 및 직종

기

판매직종, IT-컴퓨터직업, 전자직종

3 ∼ 5개월

금속, 도금 및 기술제도 직업

3 ∼ 5개월

기술자격증, 치료사 및 노동교육가

3개월

일반적인 다른 직종

3 ∼ 5개월

간

주 : 1) bfw-Weser-Ems 안내자료(2003).

다) 내용
- 국어: 의사소통, 학습기술 및 작업테크닉
- 수학
- 해당 직업이나 직종에 필요한 학습분야(예: 영어, 자연과학, EDV 등)
- 향후 직업에 필요한 자격70)을 얻기 위한 직업영역에 맞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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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회적응프로그램

산재근로자 재활의 목표는 원활한 노동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를 후
원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공동체 삶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표는 산재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
하게 하고, 개개인의 선호와 능력에 적합한 구성원의 자리를 확보토록
하는 데에 있다.71)
이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속으로의 통합 원칙(Integration in die Gesellschaft),
둘째,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의 개입의 원칙(möglichst frühzeitige
Intervention),
셋째, 산재근로자 개인에 맞는 개별적인 도움의 원칙(individuelle
Hilfe).72)

1.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산재로 인하여 개인
과 사회생활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을 무력화시키고, 사회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영역에 있어 산재결과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히 장애인 친화적인 삶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예: 주거시설, 일상활동
70) 현대의 거의 모든 직업 및 직종에서는 단지 전문지식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성, 책임감, 팀 능력, 의사소통과 조직능력 및 유연성 등 같은 개인적인 자
질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71) 10 SGB I. 일반적인 목적은 § 29 Abs. 1 Nr. 3 SGB I에 정의하고 있다.
72) vgl. BAGUV 1991,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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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등).
둘째, 산재근로자의 개성과 자립을 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공동체 삶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육체적, 심리적인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연결 및 접
촉을 형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갈등과 부담요소가 될 수 있는 자녀교육 및 가족문제의 해결
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73)

가. 사회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물질적 급부(Materielle Leistungen)
1) 특수차량시설 지원(Kraftfahrzeughilfe)
산재근로자는 사회참여의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차량의 특수시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74) 산재보험과 재활기관에서는 산재장애인의 개
인 및 사회생활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별장애인 운송지원75)과
개인 승용차에 장애인 특수시설 설비 및 자동휠체어 시설 등을 지원하
게 된다.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수장비
설치의 비용과 면허허가를 지원한다.76)
참고로 특수차량시설 지원에 대한 보조금액은 산재장애인의 소득과
관련이 있으며, 특수차량시설 지원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9,500유로까
지 지원한다.77)

73) vgl. BAGUV 1991.
74) §§ 26 Abs. 2 Nr. 3, 39 Abs. 1 Nr.1, 40 SGB VII.
75) 중증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반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
우, 장애인 전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택시 이용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국(Sozialamt)에 필요 여부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부
받아야 한다. 보통 거주지역 내에서 정해진 거리와 구간을 발부받은 티켓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6) §40 Abs. 2 und 3 SGB VII i.V. mit der KfzHV.
77) §5 Kfz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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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지원(Wohnungshilfe)과 주택보조금(Wohngeld)
주택지원은 장애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 장애인 친화적인 주거시설이
필요하거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설비 등이 필요할 경우에 제공되는
데 여기에는 이사비용은 물론 주택공간을 관리하는 가사노동 비용도
포함된다.78)
주택지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주거시설 적응에 대한 장애인 친화적 설비
휠체어 통과를 위해 입구와 문의 넓이 확장 및 화장실 사용을 위한
손잡이와 기타 설비
- 새로이 개인 주택을 건립할 경우
산재근로자 개인이 주택을 건립할 경우 특별히 장애인 친화적인 설
비들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예: 부엌과 화장실 설비 등). 연립과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산재근로자가 새로이 이주할 경우에는 산
재보험조합에서 주택건립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설
비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79)
주택보조금(Wohngeld)은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이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주택비의 일부분이 지급되는데,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일
반 직장인, 실업자, 학생들에게도 지급된다. 주택보조금 지급시 고려되
는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수, 가족수입 그리고 월세비용 및 소득에 비례
해서 부담정도가 다르다. 특별히 중증장애인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주택
보조금 지급이 더 고려된다. 주택보조금은 거주지의 해당 주택청
(Wohnungsamt)에 신청하면 지급된다.
3) 가사와 탁아비용 지원(Haushaltshilfe und Kinderbetreuungskosten)
산재근로자의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재근로자
의 개인상황에 따라서 가사노동을 위한 가정부 비용과 자녀의 탁아비
용을 지원한다.80)
78) §41 Abs. 1, 3 SGB VII.
79) Vgl. Zizler, 2002. 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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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는 독거 산재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가사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
는 경우에는 매월 1인당 130유로까지 지급한다.81)
4) 재활스포츠와 기능훈련(Rehabilitationssport

und Funktionst-

raining)
산재근로자는 자신감 강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재활스
포츠와 기능회복 훈련을 받게 된다.82) 재활스포츠는 산재보험조합과 독
일 장애인 스포츠연합협회의 협의하에 의사의 관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5) 기타 장애극복을 위한 개인생활에 필요한 장비, 여행비, 요양 및 사
회교육/사회심리적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나. 개인적인 도움(Persönliche Hilfen)
산재근로자에게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
은 재정지원과 같은 물질적인 급부와 더불어 사회생활 참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산재보험조합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개
인적인 지원을 효과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전문 부서
및 재활단체와 연결하여 필요한 도움을 중재하고 지원하게 된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개인적인 도움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산재근로자 가정 및 병원 방문 -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상담과 정
보 제공
② 부모상담과 관리 - 가족의 신뢰관계 형성, 재활과정의 부담조건,
장애결과에 대한 정보 및 간호 준비 제공
③ 재활단계의 동반조치 - 학교와 직업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후 일
자리 획득과정 상담과 관리

80) § 39 Abs. 1 SGB VII i. V. mit § 44 Abs. 1 Nr. 6 SGB IX.
81) § 54 SGB IX.
82) § 39 Abs. 1 SGB VII i. V. mit § 44 Abs. 1 Nr. 3 SGB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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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증 산재근로자의 관리 - 산재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이 된 근로
자가 직업 생활 없이 자택에만 거주할 경우 상담과 지원을 한
다.83)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도우미(Berufshelfer)는 산재근로자
개인의 특별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과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
구한다. 그러나 직업도우미 자신이 혼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복지 단체, 장애인 단체, 교회시설, 자조그룹(Selbsthilfegruppen)84) 및 가족과 교육상담소 그리고 그 밖의 전문지원 부서와 협
의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여기에는 특히 의료, 심리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게 된다.
1) 재활시설/기관 방문업무(Besuchsdienst in Rehabilitationseinrichtungen)
가) 목적과 의미
산재근로자의 산재치료와 노동생활 참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산재치료의 결과는 향후 산재근로자가 노동활동에 재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면에서, 직업도우미는 산재
치료중인 산재근로자에게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직업재활 급부가 필요
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지원책을 강구한다. 사회법전 1권의 15조에
의하여 가능한 병원치료 중 산재근로자에게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동법 14조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제
공하게 되어 있다.85)
산재근로자의 병실 내에서 상담하는 주요한 내용은 산재보험의 금전
83) vgl. BAGUV. 1991, S. 9-10.
84) 같은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산재근로자 상호간에 친교, 정보, 지
원, 문제해결 등 산재근로자 이해와 이익을 스스로 대변하기 위한 성격의 모임
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 자조그룹(Selbsthilfegruppen)은 다
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상호도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②개인별 장애에 대한 노하우를 교환하여 각기
생활에 적응, 대처하게 된다. ③심리적, 육체적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④자립심
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vgl. Wohlfahrt, 1995).
85) §§14, 15 SGB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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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 부가급부(예: 부상급여, 장해연금 등)와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가능성이다.
아울러 직업도우미는 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향후 어떠한 건강상의
장애들이 남아 있을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미래에 산재근로자가 직업생
활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그 밖에 경우에 따라서
산재근로자를 산재보험조합의 산재병원(BG-Unfallklinik)으로 이송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산재치료중인 병원 방문처럼 직업도우미의 재활기관 방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직업도우미의 방문은 산재근로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
를 주게 된다(즉, 산재근로자 치료와 재활에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둘째, 산재치료 절차의 안내를 하게 된다(산재병원 이송과 특별 병동
수용 등).
셋째, 사업장 내의 직업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부터 파악할 수
있다(사업주 상담).
넷째, 의료재활기간 동안에 미리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준비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예: 부담감 및 심리 적합여부 조사 등).86)
나) 절 차
방문업무는 산재보헙조합에서 산재근로자와 가능한 한 초기 시점에
서 접촉을 함으로써, 재활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산재보험조합과 재활기관과의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87)
산재보험조합에 산재신고가 접수되면, 직업도우미의 방문과 함께 재
활전문 업무가 개시된다.
직업도우미의 방문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서면과 구두로 해당 병원에 방문일정을 통보하게 된다.
둘째, 해당 병원에서는 우선 안내를 위한 영접을 한다.
셋째,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한다.
86) vgl. Zitzler 2002, S. 11.
87) § 88 SGB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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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산재근로자와 상담을 하게 된다.88)
산재보험조합의 재활상담가 또는 직업도우미는 정기적으로 4주에서
6주의 기간을 두고 장기간 치료중에 있는 산재근로자의 병실을 방문하
여 상담을 한다.
직업도우미는 산재근로자 방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재
보험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동생활 참여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재활 조치를 순차적으로 강구하게 된다.
산재근로자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산재보험조합에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개인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처음 4주에서 6주 기간에는 재활
상담가가 가정방문 상담을 자주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노동생활 재편
입을 위한 준비과정들을 상담하며, 통합적인 지원부서와 기타 전문가들
이 협조하여 지원하게 된다.89)
독일 산재근로자의 사회편입을 위한 지원요소 및 재활기관과 직업도
우미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5-10]과 같다.
산재보험조합의 재활상담가 또는 직업도우미가 취하는 사후조치는
크게 사회 환경과 직업 환경 면에서 이행된다.90)
(1) 사회환경 면의 조치
- 개인 및 가족적인 문제 해결 및 상담
- 경제적인 상황
- 주거상황(예: 거주 여건과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여가형성(예: 스포츠, 여행 등)
- 기타 사회관계 형성(예: 가족, 친구, 동료 등)
- 산재로 인한 부담감 (예: 심리적 부담감, 알코올 등)
- 건강 위생 문제
- 산재 상태와 직업병의 결과

88) vgl. Zitzler 2002, S. 12.
89) 필요시 지역 노동청, 편입청, 심리사회 도움 부서와 함께 협의하게 되며, 기타
의사, 치료사, 교육가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90) vgl. BAGUV 1991, S.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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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독일 산재근로자의 사회편입 지원기관과 직업도우미의 관계

산재보험조합

산재근로자

사업주

방문상담
상담
보고서작성

개별문제해결지원

일자리편입지원

직업도우미

통합청

통합전문지원
심리사회지원

기타편입
일자리중개
중 개

노동청

기타자조그룹

사회복지국

(2) 직업환경 면의 조치
-일자리 관계(예: 일자리 적합여부, 사업주 및 동료관계, 실업 등)
-직업적인 미래(예: 재복귀 여부, 직업종사 등)
-일자리 획득 및 직업훈련
2) 업무도우미( Arbeitsassistenz) 지원
중증장애 산재근로자가 직업재활을 위한 급부를 효과적으로 수용하
기 위해서는 일상 직업재활 속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요구
된다. 직업도우미(Arbeitsassistenz)는 산재근로자에게 직업교육 및 획
득과 향후 직장 내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
별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91) 재활자의 원활한 직업교육 지원과 일
91) 예컨대 구직도움, 관청 행정업무, 일자리 적응 지원 등(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의 경우 책읽기와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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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획득을 위한 후원수단으로 직업도우미는 3년까지 후원할 수 있다.
업무도우미의 업무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산재로 인한 장애정도가 심한 산재근로자의 지원과 후원
둘째, 사업장 내의 적응을 위한 지원관리
셋째, 다른 재활기관과 업무 협조92)
업무도우미의 지원 및 이행은 해당 지역의 통합청(Integrationsam
t)93)에서 담당하며, 통합청은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업무도우미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게 된다.94)
3) 장애인 도우미(Persönliche Assistenz) 지원
모든 재활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생활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시설이
나 자가에서 직업생활의 참여 없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장애인 및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사회생활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장애인 도우미가 제공될 수 있다.
장애인 도우미는 일상적인 개인활동 영역의 도움과 자기결정
(Selbstbestimmung)의 삶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는 장애인 개호95), 가사일, 의사소통, 여가동반96) 등 실제적인 사회생
활 참여의 동반자적인 역할97)을 한다.

92) vgl. Ohlwerter, 1999, S. 218.
93) 통합청의 주요 업무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원할한 노동생활 편입과 참여를 지
원하는 데 있다. § 102 SGB IX.
94) §33 Abs. 8 Satz 1 Nr. 3, 102 Abs. 4 SGB IX.
95) 1995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Pflegeversicherung)에 의하여 장애정도와 개호 필
요정도(1단계에서 3단계)에 따라서 개호비용이 개호보험에서 지불된다.
96) 가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비용은 재활기관 단체(산재보험, 연금보험, 사회복지국
등)에서 부담하게 된다.
97) 장애인은 이동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동반자를 대동할 수 있다(§146 Abs.
2 SGB IX). 이는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중증장애인을 대동하는 동반자는 버스와 기차 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무료이용을 할 수 있다(§145 Abs. 2 Nr. 1 SGB IX). 아울러 영화관과 공연장
같은 여가시설에도 동반자인 장애인 도우미는 무료로 동석할 수 있다.

제5장 독일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139

[그림 5-11] 장애인과 장애인 도우미의 관계1)

장애인도우미
장애인
(산재장애인)

가 족

친구 및 동료

사회관계 시스템

재활기관단체

주 : 1) vgl. Bradl 1996.

장애인과 장애인 도우미의 관계를 [그림 5-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 도우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신체장애인을 위한 안내도우미(manuelle Assistenz)
-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직도우미(organisatorische Assistenz)
- 신체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안내조직도우미(manuelle und organisatorische Assistenz).98)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시설기
관99)과 장애인도우미 지원센터(Assistenzgenossenschaft) 등에서 장애
인 도우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자립을 위한 직업생활 및 자영업 설립 도움
산재로 인한 직업적인 제한으로 산재근로자가 자영업종을 선택하여

98) vgl. Bradl 1996, S. 362-376.
99) 예로서 AWO, Lebenshilfe, 기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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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활 참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산재근로자
가 자신의 점포 및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자립
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Überbrückungsgeld)100) 형식의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101)
이러한 지원금의 형태는 자립을 꾀하는 산재근로자에게 노동생활 참
여를 위한 급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업을 미연에 방지하
고 직업생활을 후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생
활 급부인 보조금은, 초기시작 단계의 생계비와 사회생활 보장의 형태
로 보통 6개월간 해당 산재보험조합에서 지원하게 된다.
- 사례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산재근로자 A씨는 이전의 직업에 더 이상 종사
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작은 택시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사회법전 7권 제76조 내지 제78조에 의한
장해연금과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된다.102)

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실례
1)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Berufliche Rehabilitation in Betrieben :
BRB)103)
가) 도입배경
건강상 장애를 가진 근로자 및 산재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직업생활
을 위한 사회진출 방법으로 전형적인 직업교육 시설인 직업후원장을
택해 왔다. 그러나 종종 재활대상자는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100)
101)
102)
103)

§ 57 SGB III.
§ 33 Abs. 3 Nr. 5 SGB IX.
vgl. Zitzler 2002, S. 51.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직업후원장과 같은
재활시설과 상호 협력하여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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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일반적으로 2년) 주거를 변경하여 해당 직업후원장의 기숙사에 묶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5-12]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 프로젝트 모델1)

건강회복 가능성

최적화
개인의 능력

예상되는

선호 및 희망

직무 및 보직

소유능력 분석
추가자격 부여
일시범/테스트

산재근로자

노동의학 및

개별 진단결과

심리․사회지원
그룹/팀 재활

주 : 1) Vgl. Seyd(Hrsg.), 1999 S. 194.

BRB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또는 가사적인 이유104) 때문에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는 재활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장 내에서 직업재활을 제공
하는 것으로서, 직업후원장의 직업재활프로그램과 더불어 거주지역 내
에서 직업재활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104)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나 자녀를 돌보야 하는 여성근로자 등 기타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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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점
- 거주지역 내의 재활
- 사업장 내에서 재활
- 자유로운 직업계획
- 지역내 기타 재활기관 단체와 협조
- 개별적인 진행과 상담관리
- 높은 재활 성공률105)
다) 주요조치(Hauptmaßnahme)
주요목적은 재활자에게 새로운 직업이나 직종에 알맞는 능력과 지
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요조치인 직업훈련 기간은 보통 2년으로서 해당 상업/수공업회의
소의 졸업자격 시험을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활 성공효과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각기 선택된 직업 및 직종에 필요한 직업 이론적인 교육내용106)은
교육 2년차에 해당 지역의 직업학교에서 실시하며, 실제 실습적인 교육
내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성공적인 직업전향교육의 보장을 위
하여 심리․사회적인 후원과 개인 장애에 상응한 개별 지원은 물론, 그
밖의 후원 조치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라) 사후관리(Nachbetreuung)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
생활 참여와 함께 지속적인 사회 재편입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
에서 이후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후관리 내용은
105) 바이어른(Bayern)에 있는 직업 추가교육센터(bfz)에서 1989년 이래 전직을 위
한 사업장내 직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직업교육 조치 후 재활 성공률
이 60∼75%를 기록하고 있다(vgl. Seyd, 1999).
106) 브레멘-레줌의 직업후원장의 경우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프로젝트에서는, 해당
사업장 내의 직업교육 1년차의 이론적인 전문교육은 재활자를 대상으로 매
주 4시간씩 후원교육을 따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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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시행된다.
- 직업 및 일자리 알선, 중개
- 재활자 및 사업주 상담
- 직장생활 편입 문제 해결
- 기타 재활기관 연계
2) 기업 내의 자격획득 및 적응과 재활 프로젝트(Projekte für
betriebliche Qualifizierung, Eingliederung und Rehabilitation
: QUER)107)
가) 목적
산재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기업의 작업환경 규격에 걸맞는 자격획득
을 부여해 주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직장편입 및 사회적응
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QUER는 이러한 목표달성 현실화를 위해
서 [그림 5-13]과 같이 사업장 및 기타 사회보험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그림 5-13] 브레멘-레줌 직업후원장의 QUER 프로젝트 모델

기업체/사업장

직업학교
이론

실습
협조

재활대상자
지원

산재보험조합/노동청

관리

브레멘직업후원장

107) QUER 프로젝트는 브레멘-레줌의 직업후원장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프로그
램으로서, 특별히 시내 중심에 지사를 설치하여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프로그
램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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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
개별 사업장 및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
다. 재활자의 노동생활 재참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개별 상황에 맞는
추가교육을 지원하다. 즉, 기업체의 요구사항과 규격에 맞는 필요한 해
당 추가 자격교육과 기타 재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한다.
다) 진행
프로젝트는 브레멘-레줌의 직업후원장과, 건강과 직업재활을 위한 협
회 공동으로 진행된다. 사업장내 적응을 위한 문제해결 노하우와 양질
의 자격조건 지원과 직업적응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실습에 해당되는
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직업교육에 필요한 이론적인 교육은
최신의 교수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해당 전문팀이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라) 장소
첨단장비를 구비한 최신 시설을 갖춘 공간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
도록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브레멘 직업후원장에서는 QUER프로
젝트를 위하여 시내 중심에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마) 프로젝트 개요
① 규격에 맞춘 조치: 사업장 내의 개인근로자 및 그룹을 대상으로
추가 자격부여(예: 새로운 장비에 따른 추가 입문교육 제공, 개인
지도 및 관리훈련, 감독 등)
② 사업장 및 기업내 적응을 위한 자격부여 조치: 해당 지역의 기업
체와 공동협조 운영(예: 브레멘 전차회사와 함께 근로자의 필요한
자격 훈련 부여).108)
③ 사업장내 직업재활
108) 전차회사의 검표원 양성에 필요한 자격과 훈련을 부여하여 장애인 및 실업자
에게 노동생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직업학교와 전차
회사 내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검표원 훈련을 받게 되며, 원활한 직업재
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 내의 직업재활프로젝트인 QUER는 이를 후
원하게 된다.

제5장 독일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145

④ EDV 교육
⑤ 원활한 직업교육과 적응기회를 위한 직업준비 조치
⑥ 실업자 훈련을 위한 프로필:
- 중점사항: 추가적인 자격교육 부여와 직업찾기를 연계하여 경쟁능
력을 확정한다.
해당 직업에 대한 실제적인 자격 요구조건에 대한 전문 직업방향을
설정한다(예: EDV, IT, CAD, CNC, 언어 등). 기업의 환경적응을 위한
견학 및 실습 테스트, 구직 지원서 작성준비 훈련과 직업에 대한 자기
소개 훈련 등을 통하여 재활자는 해당 기업체의 직업 및 직종이 자신
에 적합한지 유무를 알아본다.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하여 노동생활 참가를
위한 충분한 자격을 훈련을 통해 갖추게 하는 데 있으며, 성공적인 교
육 조치 후에는 협력 기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취업 여부를 상담하고
지원하게 된다.
3) 워크브리지(Workbridge)
가) 개요
워크브리지(Workbridge)는 장애 근로자에 대한 통합서비스의 한 부
분으로서 개인상담과 구직 소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년 전부
터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의 직업후원장에서 제공되고 있다. 독일의
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기업체와 장애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업소개와 적응을 위한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기업체 지원 정보
- 개별적인 지원능력 향상
- 지원 및 자기소개 테크닉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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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조치
- 개별적인 직업찾기 도움
- 이력서 작성 및 분석
- 개인능력 평가 및 향상지원
- 개별적인 면접연습109)
- 노동계약 체결상담
- 장애인 친화적인 일자리 형성 상담
라) 개별프로그램 진행 순서
-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적합한 일자리 중개
- 해당 기업체에 원서 제출
- 기업체 면담준비 및 동반
- 중간 결과보고
- 일자리 획득 이후 6개월까지 후원조치110)

2. 후원책
가. 사업장 내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권리
독일에서는 공사 구분 없이 종업원이 20명 이상 되는 사업체는 전체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5%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111)
여기에서 의미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을
말하며, 2002년 독일연방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인수는 660만
109) 화술 및 의사소통 훈련 등.
110) 사후 후원조치로서 일자리 적응에 따른 문제의 상담과 해결방안을 후원하게
된다.
111) §71 SGB IX. 1999년 이전의 법에 의하면, 16명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는
6%의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의 독일연
방에는 190,000명의 중증장애인 실업자가 있었는데, 연방노동부에서 그에 대
한 대책으로 2002년까지 50,000명분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
약을 했다. 만일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2003년부터는 다시 종
전과 같이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6%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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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고용률만 가지고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실제적인 일자리획득의 기회를 보장하기는 힘들다.112)
사회법전 11권(Sozialgesetzbuch IX)113) 안에 중증장애인법을 통합하
여 사업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Förderungsrecht)
를 보장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직장생활 참여기회 부여 및 장애정도
에 따른 일자리 확보권리, 그리고 일도우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법전 11권은 중증장애인의 실제적인 노동생활 참여를 후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
게 된다.
① 매년 1주일 추가 휴가의 권리
② 잔업거부의 권리
③ 장애로 인한 파트타임 일자리 요구의 권리
④ 해고받지 않을 권리
⑤ 장애에 맞는 물리적인 작업환경 요구의 권리 등
중증장애인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에서 해고
할 수 없도록, 사회법전 11권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사업
주가 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청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114)
112)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채 벌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113)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활과 사회참여를 후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중심내용은 장애인이 더 이상 개인 혼자서 자신의 생활과 재활을 해결해 나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은 직업재활을 위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1) 장애인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요구하고,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
2) 직업준비과정/직업을 위한 기본과정을 받을 권리
3)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직업교육, 추가자격교육, 학교교육에 참여할 권리
4) 장애인 직업후원/일반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교육, 장애인 직업장에 참
여할 권리
114) §124,125 SGB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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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에 대한 후원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고용부담금(Ausgleichsabgabe)115)을 해당 통합청(Integrationsamt)에 납부해야 하며, 상
대적으로는 고용에 대한 보조금(Eingliederungszuschuss)을 받을 수 있
다. 이러한 보조금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산재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에도 지급된다.
1) 중증장애인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업주는 재활단체로부터(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청) 중증장애인 고용
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중증장애인의 급여에 대한 보
조금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급여의 50%를 1년간 지급받게 된다.116)
또한 특별한 경우에 중증장애인 급여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급여의
70%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3년까지 지급된다.117)
2)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제공에 대한 보조금
사업주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자리를 제공할 때도 노
동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직업훈련기간 동안 매
달 80%의 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100%까
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에게 해당 직업
종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자격 교육의 훈련자리를 제공할 때도
지급된다.118)
115) 사업주가 중중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에 따라 의
무 고용위반에 대한 부담(Ausgleichsabgabe)을 납부해야만 한다. 2002년 사
업체내 의무고용률이 3%에서 5% 이내일 경우에는 한 명당 매달 105유로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2%에서 3% 이내일 경우에는 한 명당 매달 180유
로, 그리고 2% 미만일 경우에는 한 명당 260유로를 부담금으로 매달 납부해
야 한다. 납부된 부담금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원에 특별히
사용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장 참여 후원을 위해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
다.(§ 77,78 SGB IX).
116) § 220 SGB III.
117) § 222a SGB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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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해당 노동청 및 통합청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 다음과 같이 간략히 고용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① 필요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수요파악
② 사업장 내의 보직과 요구 파악
③ 해당 노동청과 연결
④ 노동청의 주선 제안과 상담
⑤ 후원보조금 청구가능성 상담
⑥ 필요한 자격검증
⑦ 장애에 맞는 일자리여건 형성
⑧ 사내 통합을 위한 후원
⑨ 지속적인 통합과 편입을 위한 후원
사업주는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서 장애정도
에 맞는 직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119) 이것은 실질적인 직업생
활을 후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업주는 부대시설비용을 통합청
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3) 산재장애인 고용에 따른 보조금(Eingliederungszuschüsse an
Arbeitgeber)
산재보험조합에서 산재장애인의 적합한 일자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
여 많은 경우에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
제성(Wirtschaftlichkeit)과 절약성(Sparsamkeit)의 원칙이 고려된다120).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노동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50%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121), 또한 사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의 전체 사회보험비용122)도 지급된다.

118)
119)
120)
121)
122)

§ 235a SGB III.
§81 SGB IX.
§ 69 Abs. 2 SGB IV, § 35 Satz 2 Nr. 4 SGB IX.
§ 14 SGB IV.
여기에는 의료보험비, 연금보험비, 실업보험 및 간호보험비를 포함하고 있다.
산재보험비를 제외하고서는 이러한 사회보험비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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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기간은 보통 6개월간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례의 경우에
는 2년까지 보조금(Zuschuss)이 지급될 수 있으며, 정해진 보조금 상한
선인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 산재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례123)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금속공 K씨는 사고로 인하여 대퇴경부 골
절로 1년이 넘게 노동력을 상실했다. 그런 사이에 K씨가 다니던 사업
장에서는 이미 다른 금속공을 채용하게 되어 K씨를 해고하게 되었다.
재활이 완료된 후 K씨는 이전의 사업장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원했
다. 이에 산재보험조합은 사업주에게 K씨 급여의 50%와 고용주분담금
인 사회보험비용을 우선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6개월간은 급
여의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K씨를 원직장으로 복직시켰다.
- 산재근로자 임시고용(Probebeschäftigung)에 대한 지원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임시고용에 따른 전체 비용을 일
반적으로 3개월까지 사업주에게 지급한다.124) 임시고용 기간 동안 사업
주는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산재근로자가 해당 직무와 작업
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125) 임시고용 이후 정식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앞의 경우처럼 고용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된다.
- 작업장 기술장비 변경설치에 따른 지원126)
산재근로자의 해당 작업장에서 장애에 맞는 기술장비를 변경설치할
경우에도,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요구와 획득을 위한 도움의 수단으로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오른손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오른쪽으로 더 이상 기계사용이 불
가능하게 되어, 왼손의 작동을 위해 기계장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이
에 해당된다.

123) Zitzler 2003, S.19.
124) § 34 Abs. 1 Satz 1 Nr. 4 SGB IX.
125) 사례 - 산재근로자 B씨는 현재 실업자인 상태이다. 새로운 사업주는 B씨의
고용에 있어서 작업 적합 여부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
에 산재보험조합에서는 3개월간의 시험고용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B씨의 작업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게 된다(Zitzler 2003, S.20).
126) § 34 Abs. 1 Satz 1 Nr. 3 SGB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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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합청(Integrationsamt)127)과 재활기관과의 관계
산재근로자 및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재활기관들은 상
호 협조하며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4]와 같이 산재보험조합,
노동청과 통합청 및 통합전문지원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통합청의 설립목적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부합된 일
자리에서 장기적인 노동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후원하는 데
있다. 통합청은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균형적
인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의 통합청은 사회법전 11권(Sozialgesetzbuch IX)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위반부담금(Ausgleichsabgabe) 징수와 사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해고보호
- 노동생활에 필요한 동반지원조치128)
-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조 및 시설지원
- 업무도우미(Arbeitsassistenz) 주선 및 실행
반면에 노동청(Arbeitsamt)은 일반 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상
담과 직업소개 및 사업주 지원사업 등을 전문으로 한다. 해당 지역의
노동청이 재활책임기관의 입장이 될 때 재활과 그 밖의 업무지원을 하
게 된다. 우선적으로 산재근로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조합이 재활책임기
관이 되며, 노동청은 일자리 알선과 같은 기타의 필요한 부가적인 지원
을 하게 된다. 직업재활에 있어서 기타 재활책임기관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보통 노동청에서 재활책임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통합전문지원(Integrationsfachdienst)팀129)
선천적 및 후천적인 장애 때문에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전문지원이
요구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구직과 일자리 획득을 후원
하고, 통합청과 노동청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설치되었다.
127) § 102 SGB IX.
128)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로서 장애인
친화적인 기술설비 및 주택, 추가자격교육, 그리고 개인영업활동을 위한 자립
지원 등이 포함된다.
129) § 109-115 SGB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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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독일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청과 재활기관의 관계

산재보험조합

산재근로자

노동청

통합청

통합전문지원팀

통합전문지원팀은 사회사업가, 교육가, 심리학자, 의사 등의 전문인력을
팀으로 구성하여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통합전문지원팀은 장애인의 노
동시장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노동생활 참여를 후원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통합전문지원팀은 전체 독일지역에 172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18,000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통합전문지원팀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지역
의 노동청, 통합청 그리고 산재보헙조합130)과 같은 재활기관 등의 업무
를 보조하며 후원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주요업무로서는,
- 중증장애인의 상담과 후원 및 일자리 중개
- 고용주와의 상담과 지원업무
130) 산재보헙조합에서도 통합전문지원팀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1
Abs. 3 Nr. 3 SGB IX). 해당 재활책임기관의 인력구조가 불충분하여 산재근
로자의 노동생활 참여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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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개입 및 사후 관리
통합전문지원팀은 지역의 노동청, 통합청, 재활시설기관의 기업체 및
사업장의 고용주와 중증장애인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3. 재활서비스 공급자와 산재보험조합의 재정관계
독일 산재보험조합은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그리고 사
회재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Teilhabe am Arbeitsleben)를 위한 모든 재활조치의 비용131)을 부
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요구와 획득을 위한 도움
- 직업준비과정을 포함한 직업찾기 및 일시범 조치
- 전직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과 추가향상교육의 모든 비용
- 그 밖에 소요되는 수업료, 교재비 및 시험비
- 직업재활 동안 소요되는 교통비, 기숙사비 및 식대비 등132)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사회법전 7권 제35조(§ 35 SGB VII)에 기초하여 재활서비스 제공자에
게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산재근로자가 직업후원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 및 기타
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조치를 이행할 경우에, 해당 산재보험조합은 개
별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필요한 비용부담 인정승인(Kostenzusage des
Reha-Trägers)을 하여 해당 재활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요되는 모든 재
활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조치의 목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재활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인정되는 재
활비용은 산재근로자의 재활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교재비 및 시험비
131) § 23, 35 SGB VII 참조.
132) vgl. HVBG 2003,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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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독일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수행(위탁)기관 재원1)

자체운영 재원
․적립금
․이익금
․수익금 등

산재보험조합
재활수행기관
재활비용부담

자체운영 재원

산재근로자

․적립금
․이익금
․수익금 등

주 : 1) Merchel 2002, S. 12-189 참조.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133)
참고로 독일 산재근로자의 재활업무수행 위탁기관의 재정기반을 살
펴보면 [그림 5-15]와 같다.
재활수행기관은 개별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위
임을 받는 대신에, 산재근로자에게 소요되는 필요한 재활경비를 보상받
게 된다.
재활수행기관은 공공기관(Oeffentliche Traeger), 자유공익기관(Freie

133) 산재보험조합에서 재활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경제성(Wirtschaftlichkeit)과 절약성(Sparsamkeit)의 원칙이 고려된다(§ 69 Abs. 2 SGB IV, § 35
Satz 2 Nr. 4 SGB IX 참조). 그러나 여기에는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이든, 기
타 직업후원장과 같은 재활시설이든 관계없이 재활자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
를 산재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의 직업재활이 가능한 경우
와 인근 지역 내에서 직업재활의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제성과 절약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산재보험조합은 비용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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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einnuetzige Traegr) 그리고 영업기관(Gewerbliche Traeger) 등으
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에는 지역 사회복지
국(Sozialamt), 지역노동청(Arbeitsamt) 등이 해당되고, 자유공익기관에
는 사회복지연합단체, 종교단체시설과 같은 기타 공익재단 등이 해당되
며, 영업기관에는 재활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영업시설들이 해당된
다.134)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재참여를 위한 직업재활의 많은 경우는 일반
사업장 내의 직업적응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장 내의 재활을 제외하고는 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은 공공기관보
다는 자유공익기관과 영업기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제 5 절 시사점

독일 산재근로자의 사회참여 및 적응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독일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은 가능한 한 초기에 대응
(möglichst

frühzeitige

Intervention)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도움

(individuelle Hilfe)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산재에 따른 연금지급보다 재활(Rehabilitation vor Rente)을 우
선시하고, 산재 장애에 대한 치료보다는 재활(Rehabilitation vor
Pflege)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산재근로자가 자기결정(Selbstbestimmung)의 삶을 유지하도록
개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과
후원은 구체적인 사회공동체 삶(am Leben in der Gemeinschaft)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목표화하고 있다.
넷째, 산재근로자는 단지 급부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활의

134) vgl. Merchel 2002,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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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Teilhabe am Arbeitsleben)를 통하여 사회테두리 안에서 공동체적
인 삶의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
다섯째, 산재근로자의 사회참여 및 적응을 위한 재활사업은 단지 산
재보험조합에서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원활
한 재활효과를 위해서 기타 관련된 재활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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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일본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제1절 서 론

일본의 노재보험법 제2조의 2 및 제23조에서는 업무상 재해 및 통근
재해로 인한 피재노동자(이하 ｢피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손실에 대한
각종 보험급부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피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
고 피재노동자를 비롯한 그 유족의 원호,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급부
사업과 병립하여 노동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복지사업은 첫째, 피재노동자의 요양에 관한 시설의 설
치․운영 등의 사회복귀촉진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둘째,
피재노동자 및 그 유족을 도와주고 보살피기 위한 원호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셋째, 업무재해의 방지에 관한 활동에 대한 원조,
노동자의 안전 및 위생확보를 위한 안전위생확보사업(노재보험법 제23
조제1항제3호), 넷째, 노동조건확보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노동복지사업은 후생노동성이 직
접 시행하거나 노동복지사업단 및 각종 관계단체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노재보험 급부사업과 함께 노동재해의 예방에서부터 치료, 피
재노동자의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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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재보험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사회복귀과정 자체는 사회적응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이미
포함된다.
이 중 노재보험 재활사업에 해당하는 피재노동자의 사회복귀 촉진사업
은 요양 및 리허빌리테이션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과 기
타 피재노동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6-1> 노재보험법으로 규정한 사회복귀촉진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호)
구분

후생노동성

노동복지사업단

신체적응
및
직업적응

- 외과후처치
- 의지 등 지급
- 애프터케어
- 노재침․뜸시술 특별원호조치

직업적응

- 진동장해자사회복귀원호금 지급
- 노재리허빌리테이션작업소 설치․운영
- 진동장해자고용원호금 지급
- 진동장해자직업복귀촉진사업특별장려금 지급
- 장기요양자직업복귀원호금 지급
- 두경부외상증후군 등의 직능회복훈련
- 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의
직능회복훈련
-온천보양

기 타

- 노재병원(부속시설 포함), 의료리허빌
리테이션센터, 총합척손센터의 설치․
운영
- 노재위탁병동설치

- 노동자예방의료센터 설치․운영
- 휴양소 설치․운영
- 재택개호주택자금․자동차구입자금 대
부
- 사회복귀지도원 설치

요양 및 리허빌리테이션에 관한 설치와 운영은 노해보험법에 규정되
어 있는 ｢노동복지사업｣을 적절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복지사업단법(1957년 법률 제126호)
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인 노동복지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동복
지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노재병원(부속시설 포함), 의료리허빌리
테이션센터, 총합척손센터의 설치․운영, 노재위탁병동 설치, 노동자예
방의료센터 설치․운영, 노재리허빌리테이션작업소 설치․운영,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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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지도원 설치, 휴양소설치․운영, 재택개호주택자금․자동차구입자금
대부사업을 행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는 피재노동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외과후처치, 의지 등의 지급, 온천
보양, 진동장해자사회복귀원호금 지급, 진동장해자고용원호금 지급, 진
동장해자직업복귀촉진사업특별장려금 지급, 장기요양자직업복귀원호금
지급, 애프터케어, 두경부외상증후군 등의 직능회복훈련, 탄광재해에 의
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의 직능회복훈련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귀촉진사업 중에서 진동장해자 사회복귀 원호금 및 장
기요양자 직업복귀 원호금을 비롯한 직능회복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재노동자에게 현금형태로 지급하고 있다(<표 6-1> 참조).

제 2 절 노재보험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의 특성

1. 산재근로자에 대한 2차원 보장
일본의 산재근로자는 노재보험의 사회복귀촉진사업 및 국가차원의
장애자고용정책 차원에서 2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노재보험에서 사
회복귀를 위한 적응훈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
하여 사회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보다 전문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노재보험제도 속에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면 현물급부와 현금급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물급
부 형태는 요양급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7개 노재병원을 비롯하여
의료리허빌리테이션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즉 신체적응, 직업적응,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증상이 고정되기 이전인 요양급부 범위 내에
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는 리허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동작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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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면 사회(가정)복귀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직장복귀를 하기 위해
서는 직장까지의 이동수단의 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신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재활을 거치게 된다.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은 이학요법,
작업요법, 언어요법 이외에 보장구 등의 가용자원과 외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직장관계자나 산업의학 전문의 및 산업간호사 등 관련자들
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을 행한다. 또한 노
동능력이 전폐한 중증 산재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돕거나 일하는 즐거움
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복지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 형
태의 노재리허빌리테이션작업소가 있다.
노재보험에서 장해(보상)급부가 지급된 산재근로자 중에서 장애의 정
도가 중하여 국가가 발급하는 장해자복지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발급받
은 자는, 일본 장애자복지정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직업훈련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의 장애의 정도가 장해자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
자 신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하
여 노재보험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 및 관련 사업주에게 직접 현금형
태의 원호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주로 진동장해자 및 장기요
양자, 두경부외상증후군 등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고용정책에서 배제
된 상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원호금 유형을 살펴보면 진동장해자사
회복귀원호금 지급, 진동장해자고용원호금 지급, 진동장해자직업복귀촉
진사업특별장려금 지급, 장기요양자직업복귀원호금 지급, 두경부외상증
후군 등의 직능회복훈련 등이 있다. 이외에 노재병원에 탄광재해로 인
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의 직능회복훈련을 위하여 노재병원에 위탁운영하
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처럼 노재보험의 사회복귀프로그램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사회복귀프로그램의 2중구조로 되어 있어, 인프로라의 2중구조 서비스
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재보험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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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급부에 해당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먼저 노재보험의 피재노동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사업은 요양(보상)
급부 안에 의학적 리허빌리테이션을 포함시켜서 치료종결 이전부터 이
루어진다. ｢의사의 책임은 급성 질환이 치유되었을 때, 또는 수술이 끝
났을 때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남겨진 기능을 살려서 생활하고,
노동할 수 있도록 재훈련했을 때 비로소 완결하는 것이다. 리허빌리테
이션은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다.｣ 이것은, 미국의 리허빌리테
이션 선구자인 하버드 라스크의 말인데, 의료의 역할은 환자가 상병에
서 벗어나 병원 침대에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각각의 상병 후에 남겨진 능력을 가능한 한 회복시켜
훈련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적, 사회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게
되어, 또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이다.
즉, 리허빌리테이션 체계는 크게 나누면, 모든 의학적 수법을 사용하
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장해를 치료함과 동시에, 그 진행을 방지하
고, 남은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한 대신 활용하기 위한 재훈련을 강구하
는 ｢의학적 리허빌리테이션｣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직업적 지도와 사
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직업적 리허빌리테이션｣으로 나
뉘는데, 노재보험에서는 전자의 의학적 리허빌리테이션의 범위인 이학
요법, 작업요법 등을 각 증상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노동능력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여 직장 복귀를 위한 의학적 지침을 부여
하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리허빌리테이션 의료(이하 ｢리허 의료｣라고 한
다.)로서 보험급부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급성기 중심의 치료
만이 요양급부대상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프로그램 적용시기
요양급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활프로그램은 신체기능 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고 남아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하여 급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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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시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급성기에서부터의 재활은 환자의
예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재원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림 6-1]은 환자의 급성기 상태에서 재활 효과를 회복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기재활적응은 잔존기능을 충분히 회복하고 사회복귀
목표에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기 위한 것이나 무엇보다 소모가 심한
급성기의 합병증인 폐전색, 폐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한
골절 등의 경우에는 명백한 차이가 없지만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의
중증의 경우 이러한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뇌출혈 환자의 경우 수술 2일째에 중환자실에서 이미 재
활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다.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입원 4개월째부터
전동휠체어나 개인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장
복귀를 위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림 6-1] 조기재활 적용에 의한 회복률

회복

1월

3월

6월

합병증발병군(사망 포함)

악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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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에 의한 접근
리허의료에서는 의학요법과 작업요법이 주요 치료수단이며, 또한 언
어요법, 심리지도, 의료사회사업(medical social work), 의지제작 등 기
능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고도의 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위
해서 리허빌리테이션 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의학요법사(Physical
therapist : PT), 작업요법사(Occupational therapist : OT), 언어요법사,
임상심리사, 사회복귀지도원, 의지제작사 등의 협력을 통한 팀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의사(Dr)는 질병․장해의 치료, 장해의 평가 치료계획 작성, 의지․
보장구의 처방, 장해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하며, 재활간호사는 리허빌
리테이션 병동에서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구체적으로 지도, 퇴원 후의
생활 지도, 가족의 간호 지도를 하고 있다. 이학요법사(PT)는 운동요법,
물리요법, 물리치료법, 신체기능 평가, 스포츠(sport) 훈련, 호흡기능훈
련, 심리재활을 위한 운동요법 등을 행한다. 작업요법사(OT)는 신체장
해, 손의 외과질환, 일상생활동작 지도, 직업전 평가․훈련, 가옥개조
지도 등의 업무를 행하며 언어요법사(ST)는 실어증, 언어장해 등 주로
의사소통장해에 대한 지도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임상심리사(CP)가 심리요법, 지적기능 검사 카운슬링(counseling) 등을 행하며, 의료 사회사업가가 원직장복귀 지원, 지역사회복
귀 지원 소개, 병원소개 등의 업무를 한다. 특히 노재병원의 경우에는
사회복귀지도원이 있어 주로 노재보험환자의 사회복귀를 조정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팀의 각 담당자는 환자에 관한 자료를 서로 가지고 와
서 종합하여 각각의 증상에 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문제에 맞는 적절
한 의학적 처치를 강구하는 것이 리허의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리허의료는 상병의 급성기부터 상병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목표로 하여 일관된 치료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실시되는 기능회복 훈련 등은
리허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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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리허의료의 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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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적인 사회복귀 목표 설정
장애에 적합한 생활장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가용자원이나
외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직업기능을 몸에 익히는 훈련과정은 개
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훈련과정은 먼저 노재병원에서 이루어지
며 고도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의료리허빌리테이션 센터로 넘겨져 전문
적인 리허의료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생활자
립 및 복직에 이르는 모든 재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신체적 능력 이외
에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생활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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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①사회적 자립(개조불필요), ②가정내 자립(가정생활은 자립),

③가정내 개조(가족의 개조가 필요), ④시설내 자립(생활 장소가 시설인
경우), ⑤시설내 개조(가정에서 개호가 곤란)로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
[그림 6-3] 대상자별 사회복귀 목표설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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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장복귀의 목표는 ①고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②실업하고 있을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고용유지가 가능한 경우
에는 사고 이전에 하고 있었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원직장 복귀나
원직장에서 직무변경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이루
어지며, 직무변경에 따른 배치전환의 경우 직업기술을 훈련하는 직업
｢리허｣를 받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원직장으로 복귀하게 한다.

6.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의 연계
노재병원에서는 남아 있는 장애를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장복귀의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이 이루어진다. 리
허빌리테이션과에서 복직을 위한 회의 및 기업이나 관계 기관과 상담
이 이루어진다. 회의결과에 따라 의료 사회사업가가 복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직장 복귀가 목표이지만 상황에 의해서 업종 변경
을 위해 배치전환을 목표로 할 경우 회사와 환자 간의 상담을 행한 후,
회사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점검이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 직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고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의료리허빌리테이션센터와 직업리허빌리테이션센터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의료재활에서부터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해지고 있다.
의료리허센터에서는 입원중에 직업재활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 사회
사업가, 사업주, 직업 ｢리허센터｣와 연락․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고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직업리허센터에서는
단기과정이 있으며 직업훈련을 위하여 약 3∼6개월 정도 훈련을 받도
록 하고 있다([그림 6-4] 참조). 또한, OA강습(컴퓨터 기초훈련), 직장
복귀 동기부여, 직업 ｢리허센터｣ 입소를 위한 예비평가(입소 시험과 같
은 것),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을 행하고 있다.
원직장복귀가 어려워 새로운 직업복귀를 계획할 경우 직업지도 훈련
소(국립직업 리허빌리테이션센터, 신체장해자직업훈련교 등)에서 기술
을 몸에 익혀 직업복귀를 계획할 수도 있다. 입소기간은 약 1∼2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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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조건은 신체장해자수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 복지공장
에서 고용되어 수입을 얻는 방법이 있고, 노재보험 기금에 의해 운영되
는 노재보험 리허빌리테이션작업소에 입소해 수입을 얻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역의 복지작업소 등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 기관들의 이용
수속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복직에 목표를 두고 의료 소
셜워커(social worker)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6-4] 의료재활에서 직업재활 연계과정
장애발생

사회적 평가

의학적 평가

목표설정

직업복귀계획

수속

직업복귀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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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역별 전문가의 지원체계
리허의료에서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
체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직장복귀 후에도 보다
안전성이 높은 능력을 갖추도록 산업보건학적 시각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노재환자의 원직장복귀는 사업주의 배려가 불가피하
기 때문에 계속고용에 대한 가부판정을 산업의학 전문의가 관여하게
된다. 직장복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강한 의지, 의료재
활의 의학적 장애정보와 직업재활의 고용능력 판정의 연계, 사업주의
배려가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발생 초기부터 의료기관은 예측되는 장애에 대한 작업환
경 설정, 직업재활의 조건 정비,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계발, 기존 질환
의 리스크(risk) 관리를 산업의학전문의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한다. 통
원단계에서는 ①장애자직업센터나 헬로(hello) 워크(work)의 활용, ②직
장을 활용한 ｢리허｣ 근무 실시, ③직장순시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가
작업 환경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직장복귀 이후에는 직장적응이나
직장정착을 위한 헬로 워크의 계발지도와 함께 산업의학전문의의 건강
관리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산업의학전문의의 활동으로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복직
할 경우 ① 직장전환 등의 지도나 ② 근무시간 등 고용 조건의 지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③ 직장환경 정비 지도, ④ 고용상
황을 관찰한 평가 지도, ⑤ 특별한 건강관리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
장복귀 이후에는 의료기관과 산업의학전문의 간에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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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재활영역별 전문가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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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노재보험 급여에서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일본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노재보험의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의료기
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요양종결 후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요양급여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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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적응프로그램(山口勞災病院)
뇌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체마비로 보행장애가 있는 산재환자의 경우
직장복귀가 최종의 목표라 할 수 있지만,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
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마비환자의 경우 물리치료사는 하지의 근력강화와 보행훈련을 실시
하고, 작업요법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화장실 이용방법이나 입욕 등
의 신변동작 훈련을 실시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입원기간 동안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이동하는 것에 장애를 받지 않지만,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집의 출입,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용 등 집의 구조가 문제가 된다. 생활
적응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재환자 거주지역의 간
호지원센터의 간호사와 작업요법사가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주택개조를 제안하여 가정에서 이동하는 데 제약이 되는 부분
들을 해결해 준다.
직장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행장애를
가진 경우 밖에서 이동 및 통근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생활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혼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면 충분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근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작
업요법으로서 자동차의 타고 내림, 휠체어를 자동차 속으로 싣는 연습,
자동차의 운전조작 연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노재병원에는 운전
좌석 앞에 컴퓨터그래픽 화상을 비추어 시뮬레이션 주행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장애수준에 따라서 개조한 차를 가지고 직접 운전
연습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산재환자가 입원중에 이루어지며
퇴원이 가까워지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 되도록 하며, 퇴원 후에는 직접 자동차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
까지 생활적응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주택개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의
시뮬레이션 주행연습은 조기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프
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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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및 뇌손상 환자 등 중증장애의 경우에도 이학요법을 비롯
한 작업요법․언어요법을 병행하여 잔존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상
생활의 자립이 이루어지면, 재활을 종료하고 가정 및 사회복귀를 하기
위하여 주택․직장 등의 환경정비를 위한 원조가 이루어진다. 특히, 척
수손상에 의한 마비환자의 일상생활동작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
로 퇴원에 앞서 환자의 가옥상태를 파악하고 간호용 복지기구나 ECS
(환경제어장치)가 필요한 경우 기기를 소개하고 가옥의 개조(난간 및
단차 해소 등)를 위해 상담이나 가정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직업
재활을 원할 경우 직업리허빌리테이션센터에 연결하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 복직을 위하여 계산․글자․컴퓨터 등 직종에 맞는 훈련을 하게
된다.

2. 직업적응프로그램(中部勞災病院)
산재환자가 의수이용 및 일상생활동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력 및
관절기능 등의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의수 조작 훈련, 의식주에 필요
한 생활동작 강화훈련 및 일상생활동작, 그리고 관련동작 훈련을 행하
게 한다. 이후 산재환자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하게 되면 주치의는 회
사의 협력을 통해 실제의 작업현장을 병원 내에 설치해서 재활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작업전용의수를 사용하여 원직장으로 복귀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먼저 산재환자, 회사책임자, 주치의의 3자 면담을 통하여 산재환자의
직장복귀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후 산재환자, 회사책임자, 주치의,
산업의, 산업보건사, 작업요법사 6인이 모여서 산재환자 장애에 관하여
설명하고 의료적인 치료방침과, 직장복귀 지원일정 계획(support plan)
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다음 산재환자와 작업요법사는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직무내용, 작업
공정, 직장환경 등을 평가하고 직장생활을 관찰하게 된다. 회사업무 관
련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직장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이 이루어
지게 된다. 직장복귀에 가장 중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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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의적 작업 현장을 병원 내의 ｢리허｣ 훈련실 내에 설정해 놓고 실
제의 공정을 반복하는 훈련 방법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업무에 필
요한 작업대나 의자 등의 작업 환경 조정, 장애에 적합한 공구류의 선
택과 새로운 대체적 용구(Device)를 고안하게 된다. 산재환자가 신속한
공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level)에 달
할 때까지 직장복귀훈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작업능력이 복직 가능한 수준(level)이 되었으나 산재환자의
의수 조작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면 산업보건분야에
서 이용되는 작업자세평가법(Ovako Working posture Analyzing
System : OWAS법)을 실시하여 작업내용에 적합한 작업 전용 의수가
별도 제작된다.
[그림 6-6] 직업적응프로그램 절차

프로그램
수립

사업장
환경

프로그램
실시

시험고용

직장보고

직장복귀

평가

이처럼 산업보건적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산재환자, 회사책임자,
주치의의 3자 면담을 통해 근무시간 결정, 의학적 관리사항 설명, 작업
능력평가 보고, 직장의 물리적 환경 조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설명하고
병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종료되어 시험고용(Job trial)이 이루어
진다. 시험고용된 산재환자는 직장에 복귀하여 자신의 장애수준에 적합
한 일을 하게 되는데, 별도의 작업전용 의수가 완성되고 회사의 환경적
인 조정이 이루어지면 완전하게 직장복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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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재활프로그램(關東勞災病院)
근로자의 멘틀헬스(정신건강) 향상에는 예방․치료․사회복귀에 대한
접근(approach)이 필요하다. 정신과 ｢데이케어｣를 중심으로 심리재활에
주력하고 있다. 정신과 ｢데이케어｣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을 위한 사
회복귀 원조활동 중의 하나로서, 사회복귀나 사회참가를 할 수 없고 지
역생활에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마음의 병을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래에서 행해지는 치료적 집단활동이다. 멘틀리허의 목표는 ①재발․
재입원의 방지, ②일상생활의 행동 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참가 촉진, ③직업생활의 행동능력 향상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1960년대 주로 구미의 정신과 의료가 입원 중심의 폐쇄형 치료로부
터 지역생활 중심의 개방형 치료로 크게 전환하였고, 일본에서도 1980
년대에 ｢데이케어｣ 치료가 보험의료로서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90년대
이후의 큰 트렌드(trend)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의료진은 정신과 ｢데이케
어｣라고 하는 보험진료 기준에 의하여 전임 간호사 1명과 정신과 사회
사업과(PSW) 1명, 정신과의사 및 심리카운슬러(counselor) 등이 팀
(team)이 된다. 의료기관의 신경과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
칙적으로 가족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대상자 등록을 하
고 있다.
<표 6-2>에서와 같이 ｢데이케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공동창작, 이완요법(relaxation), 영화․음악감상, 서도, 도예, 노래
방 등이며 내용은 대상자와 스태프(staff)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마음에 병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사고의 유연성이 결여되고 마음의 여
유가 없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에 ‘놀이’요
소를 중시하며 ｢데이케어｣ 내의 ‘놀이’로부터 사회에서의 ‘놀이’로 진행
되어 생활공간을 서서히 넓히면서 최종적으로는 일하는 능력의 회복․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게 된다.
｢데이케어｣에서는 개별적인 치료계획에 근거한 개별 케어와 함께 가
족요법이나 직장조정을 결합시키는 등 다방면의 접근을 통해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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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관리 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stress) 대
처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동료 만들기를 통해서 사회적․심리적
고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그룹(group)의 힘을 느끼게 한다. 개인요
법에서는 어려웠던 사회생활기능이나 대인관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 수준을 고려하여 어드바이스(advice)가 구체
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의 병이 있는 근로자의 수준이나 그들의 필요성에 따라 직업훈
련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산업의나 산업간호사 등과의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는 것이 ｢멘틀리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표 6-2> 멘틀헬스 주간보호 프로그램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프로그램

스포츠

그룹미팅
오전
12:00∼13:00

프로그램

스포츠
보디케어

요리실습

점심․휴식

점심․휴식
회식

오후

S.S.T
환자․재활 (생활기능훈련)
Group Work
프로그램
팀 운영회의
(집단심리요법)
차․회의
실습
애프터 미팅

개인
케어․면접

애프터 미팅

4. 재활상담(의료리허빌리테이션센터)
의료리허빌리테이션센터에서는 장애인이 조기에 사회복귀를 달성하
도록 생활적응 중심의 재활이 이루어지는데, 상담 및 장애판정, 의료사
업과 함께 재활의 기술향상에 필요한 연구 및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장
애인의 복지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의료리허뿐 아니라 직업리
허간에 종합적인 재활을 실시하도록 직업리허빌리테이션센터가 함께
소재해 있으며 의료리허빌리테이션센터는 노동복지사업단(吉備高原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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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과 국가(埼玉縣 소재)가 1개 기관씩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를 살펴보
면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척추손상자 등의 조기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료시설 외에 직업적성판정 및 직업지도를 행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치료로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리허빌리테이션을 행하고 있다.

가. 상담업무
신체장해자 재활상담은 신체장해자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각 부도촌
현은 신체장해자 재활상담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埼玉縣은 이 곳
에서 신체장해자 재활상담을 하고 있다. 신체장해자상담소는 신체장해
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원조를 시작으로 재활의료의 급부, 시설입
소 등에 대한 의학적․심리학적․직능적 판정, 보장구의 처방․적합 판
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활상담․판정을 위하여 원내 상담, 순회상담,
방문진료 및 조사, 지정의사에 의한 지정의료기관의 의견을 기초로 한
재활의료 및 보장구의 급부판정을 위한 서류판정 업무를 비롯하여 시
정촌 상호간의 연락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적장해자 재활상담을 위하여 지적장해자복지법 제12조에 의
하여 각 부도촌현은 지적장해자재활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정해져 있
는데, 埼玉縣은 이 곳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적장해자 재활
상담소는 복지사무소에 의뢰하여 지적장해자의 의학적, 심리학적, 지능
적 판정을 행함과 동시에 가족 등으로부터 상담에 필요한 조언과 지원
을 받는 것을 병행하고 있다. 재활상담․판정을 위하여 센터내 상담,
순회상담, 방문진료 및 조사, 연령, 장애상태, 판정이력, 판정내용에 대
해 판정을 한다.
이 밖에도 일반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본인, 가족, 복지사무소직원, 시
설직원, 센터 직원, 정신과 의사, 사례관리자, 심리판정원이 동시에 참
가하여 전원이 협력하여 문제조정을 꾀하는 상담이 있으며, 직업훈련
방문상담을 위하여 센터의 이학요법사와 사례관리자 등은 지적장해자
지도시설을 방문하여 중복 신체장해자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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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기타 가족, 시설직원을 대상으
로 개별의 상담․조언을 하는데, 특히 지적장해자시설에는 중복장해자
가 많고,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도 개호상 문제를
중심으로 조언해 주고 있다.

나. 지역재활지원
埼玉縣 내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의 자택생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
에 앞으로 주택생활이 예상되는 대상자와 그 개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
으로 생활권의 확대, 자립 등을 목적으로 전임의사, 이학요법사․작업
요법사․간호사․사례관리자 등이 개개인을 상담하며 지역사회의 기능
훈련회와 시설직원 등의 연수회 원조를 행하고 있다.
상담은 주로 일상활동작의 개선(자택에서의 기능훈련, 개조방법 등)
에 관한 상담, 일상의 의료개호에 관한 상담, 가족개선에 관한 상담, 복
지용구(개호기기, 자조구, 차량, 보장구 등에 관한 상담)가 이루어진다.
이 밖에 원격재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격재활시스템은 자택
의 고령자와 장해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쉽게 접근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재택재활이 가능하도록 센터가 시정촌 보건센터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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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방문상담 이용 방법과 흐름

지역

상담자

지역관계기관
보건소․보건센터․복지사무소․
町村복지과
⑤방문결과보고서
제출. 지역관계기
관과 연락

①방문의뢰

②방문의 적합유무․
참가멤버의 결정/의
뢰기관 일정조사․
케이스 정보교류

③

埼玉縣종합재활센터
지체내부장해상담과 ＋
지역재활과

재방문

※ 가족상담의 개선안
작성, 담당자의 지
도, 개선 후의 사후
방문 실시

방문상담
본센터 담당자 ＋ 지역담당자
상담지도 및 각 스태프의 역할 확인

5. 리허빌리테이션 의료시설
일본 노재환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리허빌리테이션 의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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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대상 의료기관
노재보험에서 리허빌리테이션의료 지정시설(이하 ｢노재 리허의료시
설｣이라고 한다)로서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하 ｢본성국장｣이라고
한다)의 지정 대상이 되는 의료시설은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
칙 제11조 제1항의 병원(이하 ｢지정병원｣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나. 지정의 신청
지정병원의 개설자가 노재 리허의료시설로서, 본성국장의 지정을 받
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정병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
국장(이하 ｢관할 지방국장｣이라고 한다)을 경유하여 본성국장에 대하여,
｢노재 리허의료 지정시설에 관련된 지정신청서｣(양식 제1호, 양식 제2
호-1, 제2호-2급 및 제2호-3의 기재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포함)(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당해 지정병원 등의 시설 전체에 대한 평면도, 배
치도 등의 도면, 리허빌리테이션의료 담당의사의 의사면허증 및 이력서
사본 및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의 면허증사본 등을 첨부한다.
당해 신청서를 수리한 경우는 ｢노재 리허의료 지정시설 지정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가의 여부를 신속하게 실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대
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본성국장에게 송부한다.

다. 지정의 결정
본성국장은 관할지방국장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의 송부를 받은 경우
는 후기 ｢노재 리허의료 지정시설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지정의 가부
결정을 한다.
또한, 이학요법 또는 작업요법의 시설기준에 관련된 지정은 당해 지
정병원 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는 리허빌리테이션의료 실시지정서(양식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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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의해 관할 지방국장을 경유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통지한다.
전호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단, 지정의 효력을 잃는 날 전 6개월부터 동일 전 3
개월까지의 기간에 지정병원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마다 갱신된다.
지정이 안된 것으로 결정을 한 경우 관할 지방국장을 경유하여 신속
하게 그 의사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라. 지정 후의 조치
지정 후에는 지정의 내용과 다른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지정병원 등
의 개설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변경 신고(이하 ｢변경신고서｣라고 한다)
를 관할 지방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당해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는 신속하게 실지 조사를 하여, 그 결
과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본성국장에게 송부한다.
본성국장이 지정의 결정을 한 지정병원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국장
은 적시 조사를 하여, 지정의 내용과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한 때에
는 그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본성국장에게 송부한다.
본성국장은 ｢노재 리허의료 지정시설 지정기준｣에 적합지 않게 된
것을 인정한 때에는 유효지정기간 내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 노재 리허의료 지정시설 지정기준
본성국장이 노재리허의료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열
거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단, 진폐환자의 리허빌리테이션의
료에 대해서는 본항에 열거하는 요건과 다른 조건에 의할 수 있다.
1) 일반적 사항
입원의료를 행하는 지정병원 등으로 종합적인 요법을 각 증상에 따
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1일 8시간의 리허빌리테이션의료를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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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설 규모일 것이어야 한다.
또한 리허빌리테이션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를 두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가지는 의사가 당해의료의 전임으로, 적어도 1명 이상 상근하도
록 하고 있다.
환자의 심리적 제 문제의 판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지식, 기능을 가
진 전임의 임상심리기술자(심리학과 졸업자가 바람직하다)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환자의 리허빌리테이션의료에 관계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관한 상담, 원조 및 복직 또는 전직의 일선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의료사회복귀 상담원(사회복지학과 졸업자가 바람직하다)이 1명
이상 상근할 해야 하며, 의지장구의 기술에 관한 지식, 기능을 가진 자
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이학요법
이학요법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적어도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이
학요법사가 취급하는 환자 수 및 증상은 다음과 같다.
1명의 이학요법사가 1명의 환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별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하여, 이학요법사와 환자가 1 대
1로 하는 것(복잡한 것)에는, 이학요법사 1명당 1일 12명이 한도가 된
다.
1명의 이학요법사가 복수의 환자에 대하여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
의 환자에 대하여, 이학요법사의 직접적 감시하에 복수의 환자에게 이
루어지는 것(단순한 것)에서는, 이학요법사 1명당 1일 36명이 한도가
된다.
치료, 훈련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특별실)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 당해 훈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기구를 구비해야 한다.
3) 작업요법
작업요법의 지정기준은 이학요법과 동일하며 이학요법사가 작업요법
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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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적 작업요법
작업요법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적어도 1명 이상 상근해야 하고, 환
자는 작업요법사 1명에 대하여, 1일 45명을 한도로 한다.
치료 및 훈련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특별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당해 요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기구를 구비하
고 있어야 한다.
5) 언어요법
언어요법에 관한 지식, 기능을 가진 자(이하 ｢언어요법 전임자｣라고
한다)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환자 수는 언어요법 전임자 1명에 대
하여 1일 10명을 한도로 하고, 치료․훈련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전
용의 시설(특별실) 및 당해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등을 구
비하도록 하고 있다.

6. 지불보수체계
보험급여에 포함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재활비용인 노재리허 의료비
에 속한다. 노재보험 리허의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상병으로 요양중인 자로, 리허의료를 행함으로써 노동능력
(가득능력)의 회복을 촉진하고, 증상 고정 후에 잔존할 것으로 보이는
신체 또는 정신장해를 경감할 수 있는 자에 한정된다.
또한 실시기간은 각 증상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며 필요할 때마다 리허의료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 리허의료는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미리 지정한 리허빌리테
이션의료 지정시설(이하 ｢노재리허 의료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실시되
며, 지정의료기관이라도 별도로 노재리허의료시설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허의료시설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도도부현 노동
국장을 경유하여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앞으로 ｢리허빌리테이션의
료 지정시설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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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노재보험 리허빌리테이션의료비 산정기준
구분 및 소정 점수
비 고
1. 이학요법
∙사지(쇄골, 견갑골 및 관절을 포함)의 상병에 관련한 이학요법 및 작
건강보험 진료보수점수에 준 업요법의 점수는, 좌측란 기재사항의 소정점수의 1.5배(1점 미만의 단
한다.
수는 1점으로 올림)로 산정할 수 있다.
2. 작업요법
∙리허빌리테이션의료시설의 지정요강 별지1(이학요법의 기계․기구)에
건강보험 진료보수점수에 준 서 열거하는 ｢훈련용 욕조｣, ｢기포진동욕 장치｣ 및 ｢하버드 탱크 또
한다.
는 여기에 준하는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당 좌측란 기재 소정
점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심리적작업요법은, ｢단순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병상에서의 작업요법은 ｢복잡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언어요법
∙언어 테스트에 대해서는 ｢5. 검사료｣의 (3)의②의 소정점수에 준하여
복잡한 것 180점
산정할 수 있다.
단순한 것 150점
4. 지도관리료
(1)심리상담 지도관리료 1개월
당 160점
(2)사회복귀 지도관리료 1개월
당 160점
5. 검사료
∙(1) 및 (2)의 부위는, 전신을 1지 또는 체간의 5부위로 구분하여, 동일
(1)주수(走手)근력테스트 1부 부위에 대하여 월2회를 한도로 산정할 수 있다.
위당 30점
∙심리테스트는 ｢발달 및 지능검사｣, ｢인격검사｣ 및 ｢기타의 심리검사｣
(2)관절가동역(域)검사 1부위 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복수의 검사를 한 경우에도 1종류만의
당 20점
소정 점수에 의해 산정한다.
(3)심리테스트
∙(4),(5) 및 (6)의 횟수는, 각각 월1회를 한도로 (3)의 ②의 소정점수에
①조작이 쉬운 것 120점
준하여 행한다.
②조작이 복잡한 것 250점 ∙의사의 상담은 월 1회를 한도로 (3)의 ②의 소정점수에 준하여 행한
③조작과 처리가 매우
다.
복잡한 것 400점
(4)일상생활 동작검사 ｢심리테
스트｣와 동일
(5)직장복귀검사 ｢심리테스트｣
와 동일
6. 자조구(自助具)의 제작료
1개당 330점
7. 보장구(補裝具)의 처방료
1기당 80점

∙자조구의 제작료는, 당해 시설에서 제작하는 것에 한정하며, 자조구의
제작에 관련한 재료비는 당해 시설의 구입가격에 의해 산정한다.
∙자조구의 제작료 및 보장구의 처방료에 대해서는, 채형(採型기브스)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
단, 자조구의 제작에 관련된 재료비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자료 : RIC, 노재진료비산정실무강좌 , 平成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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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리허의료시설의 지정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리허의료에 대한 취
급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의 ｢노재보험 리허빌리테이션의료비 산정기준｣에서 열거하는 점
수에 의해 산정하고, 노재진료비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청구내역
서에 기재하여 청구한다.

제 4 절 노동복지사업에 의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노재보험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노동복지사업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크게 공동작업장인 노재리허빌리테이션작업소와 사회복귀지도원 운영,
중등도장해 이상의 지원체계를 위한 노재연금복지협회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노재리허빌리테이션 작업소
노재리허빌리테이션 작업소는 산재근로자 중 중증의 척추 손상자 및
양 하지에 중증의 장애를 입은 자는 상반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신체기능을 이용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생활, 건강, 작업 등의
관리를 하면서 노동할 수 있는 기회 및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는 시설로서 노동복지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8
개소가 있으며 입소인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개소당 평균
50명 정도이다.
입소자격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해 외상성 척추장해 및 양
하지에 중증의 장해를 입은 자로서 ① 원칙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 이
상 또는 증상이 이와 같은 정도의 기능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이학요법, 작업요법 등 필요한 의학적 리허빌리테이션의 과정을
마친 자이다.
입소 절차는 입소신청서에 추천서 및 검진서(현재의 장해상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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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사가 기입)를 첨부하여 입소를 희망하는 노재리허빌리테이션 작
업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입소신청서 등의 용지는 각 작업소, 노재병원
또는 노동복지사업단 본부,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에 준비되어 있다.
업무는 작업소마다 다르며 작업소에 협력해 주는 회사가 있어 작업
소에서 제조 및 가공을 해서 보내면, 회사가 판매를 하며 작업소에서
직접 판매는 하지 않는다. 1일 작업시간은 장애를 고려해서 평균 6시간
정도이다.
입소자의 수입은 개인의 실적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노재보
험에서 지급받는 장해연금과는 별개로 월평균 2∼3만엔 정도 지급되며
입소중의 작업복, 기타 작업에 필요한 기기 등이 무상으로 대여되나 기
숙사비, 침구료, 식사비 및 일상생활비는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2. 사회복귀지도원
노재보험은 업무상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행하고 사회복귀 촉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원
호,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 등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학 리허빌리테이션, 직업 리허빌리테이션 등
을 더욱 강화하고 확충하여 일관된 체제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여 1970년부터 사회복귀지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귀지도원은 주로 전국 38개소의 노재병원 및 8개소의 노재리
허빌리테이션작업소에 배치되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고
전의 직업력, 생활환경, 상병실태 등을 파악한 후 개인별 사회복귀 프
로그램을 작성하여 각 관계기관의 협력하에 리허빌리테이션 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등의 입소, 복직, 전직 등 기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
한 지도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다.
사회복귀지도원은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
에 대하여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공공직업훈련시설, 노재병
원 등의 협력을 얻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① 상병의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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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의 부위 및 정도, 산재전의 직종 등의 조사, ② 의료 경과 파악, 노
동능력 평가테스트 결과 검토, ③ 사회복귀프로그램의 작성, ④ 노재
리허빌리테이션작업소 등 리허빌리테이션시설에 대한 입소 지도, ⑤ 공
공직업훈련시설 연락, ⑥ 재취직 또는 전직에 관한 지도원조 및 사업소
및 직업안정기관 등에 대한 연락협력, ⑦ 산재근로자에 대한 노재원호
금, 자동차구입자금, 연금담보자금 및 온천보양제도 등 이용 지원, ⑧
취직 후의 지도.
또한 노동기준감독서의 협력을 얻어 순직자를 파악하고 그 유족에
대하여 납골시설에 순직자의 유골을 수장하는 것에 대한 알선 및 생업
원호금제도 이용의 지원업무를 한다. 이외의 근로자 등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도 및 납골시설 이용의 알선업무를 하고 있다.

3. 노재연금복지협회
노재연금복지협회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의 유족, 중증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노재연금에 관한 상담, 기타 일상생활 전
반에 걸친 제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며 노재연금제도 등에 관한 홍보,
연금수급자 등에 관한 조사 등을 함으로써 노재연금수급자 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상담 업무
도도부현의 주요 도시에 12개소의 노재연금 상담소, 35개소의 노재연
금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주하는 상담원이 노재연금 수급자 등의 보다
가까운 상담 상대로서 노재연금과 일상생활상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의 전문상담원(변호사), 건강관리관계의 전문상담원(건강
관리지도의사) 및 개호에 관한 전문상담원(노재 케어서포터: 간호사)를
배치하고, 각각의 전문 사항에 대하여 상담․지도(무료)를 행하고 있으
며 상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고 있다.
상담업무는 일반상담, 순회(출장상담), 방문상담, 건강관리지도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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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상담은 전화․면담․편지 어느 것이라도 관계없고 가족도 이
용할 수가 있다. 순회(출장)상담은 거리가 멀어서 상담소․상담실에 올
수 없는 수급자를 위해서, 지역의 공민관과 집회소 등을 이용하여 상담
에 응하고 있다 방문상담은 지역의 순회상담의 장소에도 올 수 없는
중증의 장해를 가진 수급자를 위해서 가정을 방문한다.
또한 거동 불능상태의 중증 장해를 가진 수급자와 개호하는 가족 등
에서 개호의 방법 등에 대하여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개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간호사로 구성된 ｢노재 케어
서포터｣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장해 상태에 맞는 개호방법의 지
도, 주택 개조, 개호 기기의 선정 등에 대하여 어드바이스 등 개호에
관한 지도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복지사업단이 실시하고 있는 재
택 개호주택자금 대부사업 및 노재케어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개호기기
렌틀사업, 노재 홈 헬프서비스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도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외에 뇌혈관 심장의 질환과 노재보험의 관계에 대하여 상담을 하
고 있는데, 연금수급자의 상담뿐만 아니라, 뇌출혈과 협심증 등으로 치
료받는 사람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부터 노재보험에 대한 상
담에도 응하고 있다. 특히 매월 둘째 주요일은 ｢전국 일제 상담일｣로
정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다.

나. 원호업무
1) 맹도견 대여
중증의 시각장해를 입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맹도견의 육성과 시각장해자의 보행훈련 등의 관련 단체인 (재)일
본맹도견협회에 위탁하여 맹도견을 무료 대여하고 있다. 맹도견 대여는
노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수급자로, 시각장해가 장해 등급 제1급으로
서 다음의 요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 4주간의 숙박훈련을 받고,
자택에서 맹도견의 사육이 가능할 것. ㉯ 자택 이외의 경우 맹도견의
사육에 대하여 가옥의 소유자, 관리인의 승낙을 얻을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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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다. 대여 비용은
무료이며 노재연금상담소 또는 노재연금상담실에 신청하면 된다.
2) 의지장착자에 대한 강습회의 개최
의지․보조장구를 장착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파손하거나 맞지
않게 된 경우의 수리와 교체 방법 등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해서 강습회
를 실시하고 있다.
3) 개호자에 대한 강습회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해 수급자, 개호를 하는 가족 등에
대하여 개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호에 필요한 지식, 개
호의 방법, 욕창의 예방 등에 대하여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다. 홍보․주지업무
협회의 사업 목적인 노재연금 수급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재연금에 관련된 제도의 내용과 절차
의 방법, 노동복지를 비롯하여 각종의 복지제도 등에 대하여 폭넓게 홍
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노재연금의 기본적인 구조 등을 해설한 ｢노재연금의 안
내｣, 노재연금의 제도와 제반절차에 대하여 해설한 ｢노재연금의 구조와
절차｣ 등, 노동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데
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등을 정리한 ｢복지와 건강｣, 노재연금제도와 절
차의 개정 등의 최신정보, 협회로부터의 홍보사항, 수급자로부터의 투
고작품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수급자-협회-후생노동성을 연결하는 파
이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금의 창｣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라. 조사․연구 업무
상담업무의 원활․적절한 운영, 앞으로의 복지․원호활동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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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노재연금수급자의 생활실태와 의식 등에 대하여 각종 조
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 5 절 후생노동성의 사회적응프로그램

후생노동성에서는 업무상재해 및 통근재해로 인하여 경증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미 소요된
비용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1. 두경부외상증후근 등에 대한 직능회복원호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두경부외상증후군의 상병자로 그 증
상이 고정된 후에 정신 또는 신경에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
적응능력의 감퇴로 인해 곧 바로 재해 전의 노동에 취업하기가 곤란한
자가 적지 않으므로 직업적응능력의 회복을 원호하기 위해 직능회복원
호를 행하여 사회복귀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두경부외상증후군 등의 상
병자로 노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장해
급부)를 받고 직업적응능력의 감퇴로 인하여 바로 피재 전의 노동에 종
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기능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단, 당해 상병자가 치유 후 즉시 사업주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행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직능회복원호의 내용은 취업을 위해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교습, 강습 등에 출석한 경우에 교통비, 교재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액수는 35,000엔이 한도이다.
직능회복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능회복원호신청서｣(양식 제1호)
를 장해보상급부 또는 장해급부에 관련된 사무를 소장하는 노동기준감
독서장(이하 ｢소할서장｣이라고 한다)를 경유하여 소할서장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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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직능회복원호신청서
`기입상의 주의
1. ※란은 기입하지 않을 것.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직 능 회 복 원 호 신 청 서
노동기준감독서 경유
노동국장 귀하
저는, 노동복지사업의 직능회복원호를 받고자 하므로 하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년월일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부현 소장 관할

① 노동보험번호
및 신청금액

기 간 번 호

년

지번호

엔

명칭
소재지
종사연한

③ 업무의 내용 등

제
명칭

⑤ 교습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년

장해등급

④ 상병명 및 장해등급 등

년

⑦ 입금을 희망하는 은행
등의 명칭 및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급

훈련의
내용

소재지

⑥ 훈련을 위한 기간

월

일부터

은행
신용금고

년
본
점
지

호

년

월

일 결정

훈련과 또는 훈련직종

월

일까지

보통
예금
당좌

제

호

본 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진원합니다.
급부기록표 조회 인
본 건, 승인한다.

※ 소할국의
처리란

일생

￥

②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소할서로
부터의
의견란

월

금액

국장

과장
계장

대장기입자 인

지급결정금액
원호조치
승 인
불승인

￥

승 인

결정

년

월

일

불승인

통지

년

월

일

의 이유

승 인
불승인

번호 №

2. ①의 신청금액의 기입은, 귀하가 현재 기능습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액수를 기입함과 동시에, 뒷면에 비용의
내용을 기입한다.
3. ⑦에 대해서는, 은행 또는 신용금고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로, 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을 받을 것을 희망하는 신청자만이 기입한다.

190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서식 6-1> 뒷면
구분
항목
1. 교통비

소요금액

비

고

2. 교재비

3. 기타

(주) 비고란의 기입에서는, 다음의 요령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 ｢교통비｣란은, 당신이 이용한 교통기관 별(예를 들면, 버스, 지하철 등)에 승차구간
과 교통비의 계산내역을 기입할 것.
2. ｢교재비｣란은, 교재명별로 각각의 금액을 기입할 것.
3. ｢기타｣란은, 상기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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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2>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직능회복원호 승인결정통지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직능회복원호

신
청
자
의

성

승 인
불승인

결정통지서

명

승인번호

주 소

생년월일

№
년 월 일

승인한 상병의 명칭
교습소(강습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재지

불승인 이유

비

고

년

월

일 신청이 있었던 직능회복원호에 대하여,

승 인
상기와 같이

의 결정을 했으므로 통지합니다.
불승인

년

월

일

노동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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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할하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이하 ｢소할국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
한다. 관할국장은 직능회복원호의 승인, 불승인의 결정을 하여 ｢직능회
복원호 승인․불승인 결정통지서｣(양식 제2호)에 의해 신청자에게 통지
하게 된다.

2. 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의 직능회복훈련
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이 치료된 자 중에는 일반적인 직
업적응능력의 상실 내지는 감퇴로 인해 즉시 재취업을 하거나 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직
업적응능력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행한다.
훈련대상자는 미이케(三池)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이 치료된
자로, 일반적인 직업적응능력의 상실 내지는 감퇴로 인해, 즉시 재취업
을 하거나 재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루
어진다. 직능회복훈련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하고 의사의 지시하에 이
루어지며 직능회복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교통비, 훈련교재비 등이 지급
된다.
직능회복훈련의 시간배정은, <표 6-4> ｢훈련시간 배정표｣의 범위 내
에서 직능회복훈련을 받는 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상태에 따라 작성한
시간표에 의한다. 훈련내용은 강화, 체육훈련, 기예훈련, 작업적응훈련,
구급․대피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직능회복훈련을 실시는 노동복지사업단 大牟田노재병원에 위탁하여
행해진다. 직능회복훈련을 받기 희망하는 자는 ｢직능회복훈련 신청서｣
(양식 1)에 의해 실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이하
｢소할서장｣이라고 한다)을 경유하여 소할서장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노동국장(이하｢소할국장｣이라고 한다)에 신청한다. 국장은 신청서를 수
리한 때에는 내용을 심사하고 적격자인가를 확인이 되면 신속하게 입
소의 승인을 하여 그 뜻을 ｢입소승인통지서｣(양식 2)에 의해 신청인에
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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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의 직능회복훈련 훈련시간 배정표
(단위: 시간)

월

수

훈련종목
강

1

2

3

4

5

6

계

화
1

1

1

1

1

1

6

16

16

22

16

16

22

108

옥내 훈련

8

8

8

8

8

8

48

옥외 훈련

8

8

8

8

8

8

48

6

12

보안 재교육 등
체육 훈련

6

내구 훈련
기예 훈련
공
회

작
화

48

48

48

40

32

30

246

20

20

20

16

12

12

100

12

12

100
23

20

20

20

16

창

4

4

4

4

4

3

예

4

4

4

4

4

3

23

작업 훈련

48

48

64

80

96

96

432

반복동작훈련

12

12

16

20

24

24

108

운반동작훈련

12

12

16

20

24

24

108

수동기기조작훈련

12

12

16

20

24

24

108

제어동작훈련

12

12

16

20

24

24

108

구급․대피훈련

1

1

1

1

1

1

6

114

114

136

138

146

150

798

합
원

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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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3>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직능회복훈련신청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직능회복훈련신청서
노동국장

귀하

저는, 노동복지사업단大牟田노재병원에 입소하여, 직능회복훈련을 받
고자 하므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의
성명

(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보험번호
3. 부상(발병)
5. 치유

제
년
년

호
월
월

2. 장해등급
제 급제
4. 상병명
6. 장해보상일시금수령
장해보상연금지급결정
(연금증서 제
호)

일
일

보험급부기록표 조회란
신청서 기재사항 1∼6과
조회함.

국

처

본 건 승인해도 좋은 가

리

호
년
년

월
월

란
입소승인 연월일

국장
서명

년 월 일
과장

조회
책임자 인

승인번호
계장

일
일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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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4>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입소승인통지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입 소 승 인 통 지 서
승인번호
제

호

전일에 희망이 있었던 노동복지사업단 大牟田노재병원의 입소에 대
하여 승인하므로 통지합니다.
본 통지서를 지참하고 다음과 같이 입소해 주십시오.
다
1. 입소 일시
2. 입소시의 소지품

음
년

월

일

시

도장

노동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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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일반장애인복지정책에서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일본은 장해자고용의 촉진과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해자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① 장해자에 대하여 직업지도, 직업
훈련, 직업소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직업생활에서 자립을 도모하
는 직업 리허빌리테이션의 추진, ② 신체장해자 또는 지적장해자의 고
용을 법적 의무로 하는 장해자 고용률제도의 운영, ③ 신체장해자, 지
적장해자 및 정신장해자의 고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지탱하는 장해자고
용 납부금제도 등의 운영을 중심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해자｣란 ｢신체장해, 지적장해 또는 정신장해가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현저하게 곤란한 자｣를 말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
재근로자의 대다수가 신체장해자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 법에 의
하여장해자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에 해당되어 신체장해자수첩이 교부되었는지에 따라 결정
된다.
수첩교부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시각장해, 청각장해 또는 평형기능
장해, 음성․언어 또는 씹는 기능 장해, 지체 부자유 및 내부(심장․신
장․호흡기․방광 또는 직장․소장․면역부전바이러스에 의한 면역)기
능장해로, 그 정도에 따라 1∼7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첩은 본인(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해 교부된다. 이 수첩을 소지함으로써 의료적․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원조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제
공하는 장해자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 직업생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리허빌리테이션 관
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요건을 갖춘 상태에 있어도 수첩을
가지지 않으면 원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수첩은 원호의 대상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할 수 있다.
교부 대상자는 신체장해자복지법 별표에 해당하는 장해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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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부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장해자수첩 교부신청서｣에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② 관할하는 복지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신청한다. 단, 복지사
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동면의 거주자는, 동면장 및 복지사무소장을 순
차 경유하여 지사(지정도시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한다.

1. 사회적응프로그램 시설유형
가. 장애자직업센터(광주 지역)
장애자의 직업생활에 있어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자직업종
합센터, 광역장애자 직업센터 및 지역장애자직업센터가 일본장애자고용
촉진협회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자직업종합센터는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직업재활에 종사
하는 전문직의 양성․연수 등을 행하고 있으며, 장애자에 대한 직업준
비훈련, 직업강습 등의 직업재활에 대한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1개소가 있다. 또한 광역장애자직업센터 및 지역장애자
직업센터의 운영관리, 업무의 기획․조정, 지도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
다.
광역장애자직업센터는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
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장애자에 대한 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훈
련 등 직업재활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립직업재활센터,
국립길비고원직업재활센터, 척수손상자직업센터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장해자직업센터는, 장해를 가진 사람의 직업능력․적성 등의 평
가를 비롯하여 장해의 종류․정도에 따른 직업상담․지도, 직업준비훈
련, 직업강습, 취업후의 애프터 케어에 이르기까지를 행하는 시설이며
전국 도도부현에 4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
용 및 배치 등의 고용관리, 작업시설 등의 개선에 관한 상담․조언 등
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 각 지역의 직업재활의 중심축으로서 공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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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광역장해자의료재활센터 및 직업재활센터의 산재근로자 재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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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소와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잇다.
2002년부터 새로이 잡코치(직장적응 원조자)에 의한 지원사업을 개시
하였으며 장애자고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원조․지도를 행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해도, 동경도, 애지현, 대판부 및 복강현의 지역장
애자직업센터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나. 공공직업안정소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자의 구직등록을 행하고
전문직원, 직업상담원 등이 장애종류․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479개의 공공직업안정소에 취
업촉진 담당관 등 약 1,000명이 장애자 고용을 전담하고 있다(2002년).

다. 장애자고용지원센터
보호작업장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직업생활에 있어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
으로 직업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도도부현 지사가 민법 법인을 시
정촌 구역(경우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그 이상의 시정촌 구
역)에 1개소를 한정하여 해당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에 34개소가 있다(2002년).

라. 장애자 생활지원시설
근로신체장해자 체육시설은 장해를 극복하고 근로하고 있는 사람의
잔존기능의 회복향상을 목적으로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
기 위한 시설로 체육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있고 전국에 3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근로신체장해자 교양문화체육시설은 장해를 극복하고 근로하고 있는
사람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의 회복향상,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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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커뮤니케이션 및 교양․문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서 체육관, 연수실, 교양문화실, 직업정보 코너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국에 33개소가 있다.

2. 사회적응프로그램 내용
가. 직업훈련과정(보통과정)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신체장애자로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여
취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열의를 가진 자, ② 원칙
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
되는 자, ③ 직업훈련의 수강/수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직
업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입소신청 절차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하며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주
소 또는 학교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신청하고 직업상담을 받아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장애자직업센터에서 직업능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입소한 경우에는 수강료는 무료이나 참고서, 작업
복 등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약 1만7천엔 정도/1년)이 필요하다. 또 입소
자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식비가 월 26,500엔, 광열비
가 월 4,500엔이다.
이외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따라 입소한 자는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에 훈련수당 등이 지급된다. 직업훈련수료 예정시점에서
전국 각지의 공공직업안정소와 연대하여 취업에 대한 지도/지원이 이루
어진다.

나. 직업훈련과정(단기과정)
신체장애자로서 ①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②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고도의 기능 및 지식을 제외한)의 습득 및 향상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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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이어야 하며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단, 수강개시 시기에 대
해서는 사무소, 수강자 및 해당센터와 상담해서 결정한다. 입소한 경우
에는 수강료는 무료이며 입소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식비
포함) 1일 1,100엔 정도 자기부담이 있다.

다. 직업적응과정
국립吉備高原직업재활센터에 입소한 신체장애자로서 의료재활의 수
료가 예정된 자이다.
강습은 1년에 4차례 있으며 각 기간마다 정원은 4명 정도이다.
직업적응과정은 직업평가과정, 직업지도 및 생활지도로 구분한다. 직
업적응의 전과정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3∼5개월 정도 소
요된다,
1) 직업평가과정
초기평가에서는 각종 검사에 따라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파악하며, 직
업정보를 제공한다. 작업평가에서는 희망직종에 대해서 실제의 훈련과
유사한 기기교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그 수행상황으로 직업적성을
파악한다. 초기평가 및 작업평가의 결과를 입소자에게 설명하고 상담하
여 입소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직업훈련의 과정 등을 결정하
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 직업평가과정은 입소에서부터 1개월 정도 소
요된다([그림 6-9] 참조).
2) 직업적응과정
직업평가과정이 종료되면 직업적응과정이 2∼4개월간 이루어진다.
(1) 직업과정

202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제6장 일본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203

OA강습코스과정으로서 인접한 의료재활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
본적인 OA기기의 조작기술 등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고 학습지도 코스
(2개월 이내)는 입소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수강에 필요한 학력향
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신첨삭지도방식에 의한 학습지도를 실시한다. 기
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2) 직업준비지도
직업평가과정 수료자로서 기본적인 작업태도, 작업습관, 기초학력 등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작업실습 등을
통한 지도를 하며 기간은 4개월 이내이다.
3) 직업지도
센터 입소에서 수료할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직업에 관한 정보제공,
자립심, 취직상의 문제, 직업적 자립을 위한 지도를 하며 직업훈련/직업
적응과정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직업지도가 이루어진다. 공공직
업안정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직업선
택의 원조, 취업 후의 직장적응지도를 하게 된다.
4) 생활지도
입소 중 생활의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지도를 하는데 쾌적한
입소자 기숙사생활을 보내기 위한 지원(생활상담, 가족에 대한 연락, 우
편접수 대행 등), 인접한 의료재활시설 등의 병원진료에 관한 지원, 건
강관리에 관한 지도를 하며 입소시부터 수료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

3. 공공 직업훈련
공공 직업훈련원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필요
한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취직을 용이하게 하고 직업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함께 직업훈련을 받
는 것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직업능력개발교에서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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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장애인 대상의 훈련과목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비장
애인과 함께 직업훈련을 받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인에
대해서는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항을 배려한 직업훈련을 행하는 시
설로서 장애인직업능력개발교가 설치되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수강 신청은 근처의 공공직업안정소 및 장해자직업능력개발교에서
한다. 중증의 장해를 가진 자에게 중점을 두면서, 공공직업안정소, 장해
자직업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계하에, 장해의 종류․정도에 대
응한 직업훈련을 하는 시설이 전국 19개소가 있다.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 3개월∼3년간이며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의해 공공직업훈련
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 중 월평균 14만970엔 정도의 훈련수
당 등이 지급된다.

4. 사업주 위탁 직장적응훈련
가. 직장적응훈련
도도부현 지사가 사업주에게 위탁하여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
장애인 등의 능력에 적합한 작업에 대해 6개월 이내(중증장애인은 1년
이내)의 실기훈련을 행하여 그에 따른 직장환경의 적응이 용이하며 훈
련종료 후에도 사업장에 계속해서 고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훈련기간 중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 훈련생 1인당 1개월 24,000엔(중
증장애인의 경우 25,100엔)의 위탁비가 지급되고, 훈련생에 대해서는 1
개월당 평균 약 140,970엔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나. 단기 직장적응훈련
도도부현 지사가 사업주에 위탁하여 행하는 직장적응훈련제도이다.
장애인에게 실제로 종사하게 하여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취업에 대
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기능정도나 직장에
대한 적응성의 유무를 파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장실습을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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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직장실습의 기간은 원칙으로 2주일 이내(중증장애인의
경우는 4주일 이내)의 단기간으로 하고 사업주에 대해 훈련생 1인당
960엔 또는 1,000엔(1회 직장실습 한도액 24,000엔 또는 25,100엔)의 훈
련비가 지급되고 훈련생에 대해서는 1일 평균 4,810엔의 훈련수당이 지
급된다.

5. 잡코치(직장적응원조자)에 의한 지원
2002년부터 각 도도부현의 지역장애자직업센터에서는 장애인, 사업주
등의 요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잡코치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 잡코치에 의한 지원 내용
① 고용의 전후와 관계없이 필요시 지원을 행한다.
② 장애자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잡코치가 직장에 출장하여 직
접적․전문적인 지원을 행한다.
③ 장애자 자신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사업주나 직장 종사자에 대
해서도 장애자와 직장적응에 필요한 조언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직무
나 직장환경 개선을 제안한다.
④ 사업체의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장애자의 직장정착을 도모하는 것
이 목적이므로 지원주체를 사업체의 담당자에게 서서히 이행해 간다.

나. 대상 사업주
잡코치에 의한 전문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로
서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한다. 이미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
된다.
① 노재보험, 고용보험,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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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등한 직원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을 것
② 근로기준법․근로안정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위생 기타 작
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다. 대상자
직장에서 잡코치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잡코치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소속된 잡코치(배치형 잡코치)와 지역사회복지
법인․특정비영리 활동법인 등 협력기관에 소속된 잡코치(협력기관형
잡코치)에 의한 지원을 실시한다.

마. 잡코치가 행하는 지원
1) 사업주 지원사례
① 장애의 이해, 장애를 배려한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원조
② 작업내용, 작업공정, 작업보조구 등 설정에 대한 조언․원조
③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조언․원조
④ 지시․주의 방법, 질책․칭찬 방법 등에 대한 조언․원조
⑤ 휴식시간의 장애인과의 교류, 가정과의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조
언․원조
2) 장애자 지원사례
① 일에 대한 적응(작업능률의 향상, 작업실수를 줄이는 등)을 위한 지원
②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3) 가족의 지원사례
대상 장애자의 직업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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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기간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나 2∼4개월 정도 지원한다(최장 8
개월).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장애인의 직장정착에는 직장 내의 상사나
동료가 적절하게 원조나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잡코치의 지원을 영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장애인과 사업
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사나 동료에게 적절한 지원방법을 전달
하여 잡코치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직장 내에서 지원이 계속되게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장적응상의 과제가 개선되고 직장의 상
사나 동료의 지원이 적절하게 행해질 수 있게 되면 지원을 종료한다.

사. 지원종료 후의 사후지도
지원종료 후에도 필요한 사후지도를 행한다.
[그림 6-10] 잡코치의 지원방법
사업주

장애자

지역장애자직업센터

협력

협력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자직업카운슬러
지원계획책정

․NPO

기술적 원조

․의료법인 등

사례금 지급

협력기관형 잡코치
배치형 잡코치

직장에서의 지원

장애자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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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시사점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일본의 산재보험제도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의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특
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
램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요양급부의 범위에 포
함되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양기간 중 원직장 복
귀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귀를 위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양급
여의 보수체계에 포함되어 사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일본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원직장 복귀
가 어렵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산재를 입어 새로운 업무나 직
장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을 담당
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업무나 직장을 필요로 할 경우의 직업훈련은
산재보험제도가 아닌 국가단위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하여 직업훈련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국
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산재근로자가 국가단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수혜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 장애의 경우, 노재보험의 노동복지사업을 통해 현금․현물서비
스 형태의 사회복귀 촉진사업을 제공받고 있다.
다섯째, 산업재해로 인하여 중증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정책뿐 아니라 노재보험의 노동복지사업에서 사회
복귀 촉진사업을 별도 제공하고 있어, 산재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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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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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손상(Impairment) 이후 제공되는 각종 재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에 대하여 체계가 잡힌 미국 제도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시
적 또는 영구적인 상해 및 질환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보상체계와
급여의 방식은 연방근로자보상법(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해안 및 항만근로자 보상법(The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 그리고 50개 주(州)의 근로자보상법과
워싱턴 특별행정주의 근로자보상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이들
법률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지
원되고 있으며, 직장복귀후원 프로그램(Assistance in Returning to
Work) 및 각종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서비스 등이 체계적
으로 제공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경우 산재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자
들(주치의, 직업재활상담가, 개인상담가, 사례관리자, 감독자 등)이 토의
를 통해 결정하고 평가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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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법령이나 규칙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 워싱턴주의 산재보험 급여체계를 다루
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활서비스 체계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형
태 및 진행방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와 구체적인 재활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
것을 우리나라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어떠한 함의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미국 워싱턴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워싱턴주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는 크게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료재활서비스로 구성된다. 산재근로자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1차 진료를 받은 다음 주치의를 포함한 여러 전문
가들이 함께 재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여기에는 신체, 정서, 직업,
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서비스들도 노동산업부(Labor＆Industry)에서 위탁한 공
급자135)가 운영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재활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워싱턴주의 산재보험 체계의 경
우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을 따로 구분하여 독
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워싱턴주의 산재보험 체계는 산재근로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며 궁극적으로 산재근로자가 직장으
로 복귀하는 그 과정 자체를 사회적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워싱턴주
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직장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총칭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
135) 미국 워싱턴주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 기관, 개인 등을 모
두 포함한다. 각각의 재활서비스는 노동산업부에서 허가를 받은 공급자에 의
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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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각각의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체계 속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제 2 절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 체계

1. 재활서비스 체계
워싱턴주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산재근로자
가 발생했을 경우 직업보건 서비스(Occupatioanl Health Service :
OHS)를 받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1차로 의료진료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이 무
엇인가에 대하여 관계된 사람들(주치의, 개인상담가, 사례관리자, 간호
사, 직업상담가 등)이 계획을 세운다. 또한, 노동산업부(L＆I)에서는 이
와 관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
자를 지원하며, 산재근로자는 노동산업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
여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한다. 노동산업부(L＆I)에서는 직업재활서비
스를 통하여 신체적 기능이 향상된 산재근로자의 능력에 대하여 종합
적인 평가를 하고 직업훈련이나 직장복귀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체계와 각 단계에 따른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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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체계
산재근로자

산재 발생

직업보건 서비스
(Occupational Health Service)

주치의, 간호사, 개인 상담가 참여
노동산업부와 병원(Valley Medical Center와
ST. Luke's Rehabilitation Institute Center)
의 협약
1차 치료와 산재근로자의 기본적인 욕구사정

노동산업부
(Labor & Industry
Department)

산재근로자의 욕구사정 자료 보유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서비스 공급자(provider) 선택권 제공

직업재활 서비스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직업상담가
초기개입, 노동능력 평가, 직업재활 계획 수
립등
재활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 실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석

노동산업부
(Labor & Industry
Department)

직업재활서비스에서 분석한 산재근로자의 노
동능력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직업계획 수립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급자(Work Hardening/Return to
Work 등)에게 위탁

직업훈련 (Work Hardening),
직장복귀 (Return to Work)

직업훈련 (Work Hardening) 프로그램 실시
(의료법령 내의 특별 프로그램)
직장복귀 (Return to Work) 프로그램 실시
(직업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등

2. 공급자(Provider) 체계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내의 재활서비스는 각각의 공급자(Provider)
에 의해 제공된다. 공급자는 개인, 기업, 조합, 단체, 혹은 산재근로자에
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워싱턴
주의 노동산업부(L&I)136)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산재근
136) 이하 L＆I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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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급자에게 위탁
하며, 노동산업부는 공급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감독권을 가진다.
산재근로자의 목적인 직장복귀(Return To Work : RTW)137)를 위해
공급자와 협력할 수 있다.
직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 OHS)138)는 각각의
공급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OHS로부터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만이
노동산업부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내 재활서비스 안에서 공급자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7-2] 공급자 체계
직업재활 서비스
(Vocational Rehability
Service)

의료서비스
(Medical Service)

공급자
(Provider)

의료보장
(Medical Aid)

공급자
(Provider)

137) 이하 RTW로 표기.
138) 이하 OHS로 표기.

직업보건서비스
(Occupational Health Service)
공급자 (Provider)
: 렌턴과 애번의 밸리 의료센터
(Valley Medical Center
of Renton and Auburn)

직업훈련
(Work
Hardening)

직장복귀(Return to Work)

공급자
(Provider)

공급자(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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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 및 지불보수 체계
공급자가 산재근로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이 때 산재근로자
가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감독자(Claim
Manager)139)를 통하여 노동산업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노
동산업부는 곧 공급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이 때 OHS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OHS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공급자에게 요금을 지불한다.
[그림 7-3] 감독요금체계

노동산업부
(L&I Department)
② 프로그램에 대한

④ 프로그램 승인

불만, 요구사항
(노동산업부감독자)

③ 프로그램 감독

직업보건서비스
산재근로자

(Occupational Health Service)
⑤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 지불

① 프로그램 제공

공급자
(Provider)

139) 이하 감독자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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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적응프로그램 유형

1. 직업보건 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 OHS)
가. OHS의 개요
1995년 노동산업부 보호관리지침(Managed Care Pilot : MCP)140)으
로 산재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체계를 마련하였다. OHS는 노동산업
부 내의 2개의 보호관리기구(Valley Medical Center와 ST. Luke's
Rehabilitation Institute)와 직업의료 프로그램을 계약하여 노동산업부와
밸리의료센터(Valley Medical Center) 사이에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숙련되고 증진된 직업보건보호(Occupational Health Care)를 확장시
키기 위해 조직된 연합체이다. OHS는 산재근로자들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직업보건리더들의 기술과 지식을 더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OHS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Provider)에 대한 근
로자의 선택권을 보호한다. 둘째, 공급자,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부서
들 간의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체계를 개선했다. 셋째, 제공자와 근로자
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의료적, 행정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사업에서 산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의사소통체계

를 구축했다. 다섯째, 업무와 관련된 장해를 줄이고 좀더 신속하게 자
신의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했다.

140) MCP에 의한 직업의료서비스와 보호관리협정에 대한 평가는 산재근로자를 구
제하고 더 나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보상이 서비스의 질에 손상 없이 제공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공급
자(Provider)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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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HS 서비스 체계
OHS는 산재근로자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서비스로서 산재근로자는
일단 OHS 하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하게 되며, OHS는 고품
질의 직업보건 케어를 받기 위해 전문적인 평가와 사정, 진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직업복귀를 준비
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 근로자, 사용주,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직업복
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도화한다.

다. OHS 프로그램 내용
OHS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산재예방, 장해예방, 위급상황, 사례관
리, 직업복귀, OHS 프로그램, 근로자, 사업주 참가를 위한 장려와 장애,
그 외 보건의료 프로그램 접근, OHS 프로그램 평가로 나뉜다.
1) 산재예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되는 장소에서 안전 정
밀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업장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둘째,
손상된 기물과 병명을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원인을 수정하도록 제안한
다. 셋째, 안전 훈련을 통하여 산재가 났을 때 처리과정에 적절한 대응
을 하도록 한다. 넷째, 보건촉진활동을 하도록 제공한다. 다섯째, 미리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여섯째, 고용주에게 안전 프
로그램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2) 장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정된 의무,
많은 정보 제공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장해예방이라고 강조한다.
둘째, 오래된 산재근로자일수록 일자리를 잃고 더 영구적인 장애를 입
게 된다. 셋째, 산재발생 초기에 산재근로자, 치료자, 사용주가 함께 직
업복귀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경우 산재근로자는 좀더 일찍 직장복귀라
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넷째, 즉각적인 의료지원과 조기개입이 장
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복귀를 용이하게 한
다. 둘째, 장해예방을 원조한다. 셋째, 소송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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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산재근로자와 직업복귀의 빠른 회복을 통해 높은 만족을 준다.
다섯째, 산재근로자들은 회복단계에 따라 사회심리적, 직업교육적, 의료
적인 문제 등등의 다른 필요들을 갖게 된다. 여섯째, 산재근로자에게
장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대되는 회복 또는 목표에 대하여 교육한다.
3) 응급상황은 다른 상황과 처리과정이 다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시간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직장복귀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례관리의 경우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를 하며 대다수의 사례관리자는 간호사이
다. 다양한 종류의 사례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산업간호사(occupational
health nurse), 전문산업간호사(occupational health specialist), 산업위생
사(industrial hygienist), 변호사(patient advocate), 직장복귀전문가
(return to work specialist), 공인 사례관리자(certified case manager),
안전전문요원(safety professional), 현장 사례관리자(field case manager), 인간공학연구자(ergonomist), 직업교육 관리자/ 설계가/ 상담가
(vocational manager/consultant/counselor), 보호조정자(care coordinator), 공인 재활 상담가/치료자(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therapist), 실천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재평가 전문가(utilization review specialist).
사례관리자의 직무는 공급자와 대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동안 감독하는 것, 회복을 위해 기대되는 것을 준비하고 치료 패
턴을 지원하고 산재근로자가 산재수당을 받게 하는 것, 산재근로자 프
로그램에 함께하는 관리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산재근로자
가 일터에서 의료보호를 받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사례관리
자의 역할은 산재 근로자를 격려하고 산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임을
잃었을 경우 직업복귀를 적절하게 진행시키는 것, 치료자, 사업주와 산
재근로자의 대화를 적절하게 유도하는 것 등이다.
5) OHS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계약서, 주 공인 직업의료보
건 책임자, 인가, 판결소송의 논쟁 등이 있다.
첫째, 협약서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활동에 앞서 산재근로자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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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에 상호 계약 내용을 협약서로 문서화하는 것, 프로그램에서 치료
협약서나 안내서가 사용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가능
한 한 협약서를 만드는 것,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료협약서의 이용은
강조되며 그것은 사업장에서나 산재를 관리하는 훈련된 치료자에게도
제한되지 말아야 하는 것, 장해 관리시에도 직장복귀에도 협약서는 반
드시 전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직업의료, 수술,
응급의료, 신경학 등의 부분에서도 공인 산업보건 책임자가 있다. 이들
은 직업의료에서 증명해 주는 것보다 더 직업의료근로자보상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인가는 NCQA, JCHO, URAC141)등을 통하
여 보장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판결 소송의 논쟁은 산재근로자들
이 의료처치논쟁을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6) 산재근로자가 좋은 고객으로 대우받고 고품질의 보호를 받는다면
사회복귀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근로자들은 사업주의
공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치료나 진료
에 있어서도 현시점에서 사업주에게 산재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이에 치료와 적절한 보호는 요구되는 치료자의 기술이며 사업주의 많
은 접근과 일괄적인 의료보장, 지연되지 않고 즉각적인 근로자보상제도
실시, 한번에 받는 의료보장 서비스, 산재근로자를 위한 전화, 네트워크
등도 근로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근로자 참가를 위한 장애물은 산재근로자보다 회사에 중점을 두는 공
급자, 불편한 의료처치, 사업주 위주로 설립된 불편한 시설, 산재근로자
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치료자들,
산재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개발하는 대부분의 시스템, 사업주의
사례관리 제한, 사업주가 MCO142)에 가입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서비

141) NCQA : 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품질보장을 위한 국제
위원회)
JCHO : 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보건보호기구 인가 위원회 )
URAC : the Utilization Review Accreditation Commission.(평가 인가 위원회)
142) 보호관리기구(Manage Care Organization : MCO)는 OHS 내의 기구로 근로
자가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에 관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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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사업주의 무지, 소수의 산재근로자들이 소외되는 제도 등이 있다.
7) 사업주 참여를 위한 장려에는 사업주보호, 비용감소, 근로자 생산성
증가 등이 있으며, 사업주 참가를 위한 장애물에는 요구와 행정적인 일 규
제, 의료보장프로그램의 고비용, 장려의 부족, 제한된 선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걱정,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저항하는 보험회사 등이 있다.
8) MCO/제공자 참여를 위한 장려에는 공급자의 수행에 대한 조언과
교육의 기회들, 연구, 편안한 환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풍부한 자원,
창조적인 일 또는 직업 등, 지불의 신속한 처리, 논쟁 대신 해결이 있
으며, MCO/제공자 참가를 위한 장애물에는 관료주의, 주 법률에 집착,
경쟁적으로 큰 기관에 가입시키는 것, MCO에서 근로자 보상금을 요구
하는 것 등이 있다.
9) 그 외 보건 프로그램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되어 있는 보건계획에 따라 30일에서 360일까지 다
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산재근로자는 자비로 필요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좀더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
째, 산재근로자가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0) 프로그램 평가에는 자본, 인적자원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프로그램 평가는 필요
하다.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은 사업주/고객의 만족도, 서비스 요금, 근
로자/환자의 만족도, 의료수가, 기능 성과물, 치료횟수, 실업기간, 산재
수당, 직장복귀 후 고용의 지속성 등이 있다.

라. 규정
1) 근로자와의 대화
근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MCP(Managed Care Pilot)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접 지역의 치료센터나 병원에 가기도 하고,
감독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를 받은 후 치료센터
나 병원에 접근할 수 있다.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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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의 협정에 따라 치료를 용이하게 받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
고 MCP의 네트워크 안에서 의료기관에게 서비스를 받는다. 일부는 그
외의 공급자들에게 치료받기도 한다.
2) 공급자 네트워크 (Network Providers)
근로자들은 그들의 네트워크 혹은 계획 안에서 자신의 주치의를 고
를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특별한 의료진(신경증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을 원한다면 그리고 다른 보조 의료진이나 ‘간호사 사례관리자’는 근
로자의 치료과정을 감독한다. 특별한 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특수진단의
치료를 명령받은 사람들은 치료 협약서를 제정하도록 한다.
3) 그 밖의 공급자들(Out-of-Plan Provider)
상황에 따라 어떤 근로자들은 다른 공급자들(Out-of-Plan Provider :
OOP)의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응급 상황인 경우 근로자는 치료와
안정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상태에 따라 원래의
시설에 그대로 남든지 MCO의 시설로 이송된다. MCO들은 응급 상황
발생시 모든 OOP공급자들에게 pilot근로자들을 돌보게 하며 비용을 보
상하며, 응급이 아닌 경우 노동산업부가 OOP 공급자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며 감독자에 의하여 OOP 공급자가 특별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산업부는 직장복귀법에 의거하여 비용을 지불하며 근로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요구에 보상해야 한다. 감독자는 이러한 요구를 승인할
지 거부할지 판가름하며 이때 치료한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pilot의 요구는 의료, 감독, OOP 공급자의 정보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
해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처음의 치료 후에 응급 OOP가 아니라면 보상되
는 모든 비용들은 MCO와 노동산업부 또는 사업주들에 의하여 거부된다.
4) 의료처치에 관한 협의
노동산업부의 감독자에 의해서 승인되거나 거부된 요구들의 절차와
방법은 MCP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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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있기 때문에 MCP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토의를 하며 MCP 아래 다음과 같은 3개의 적합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Level 1 : MCO
- Level 2 : 노동산업부 또는 Self Insured Employer(자가보험에 든
사업주)
- Level 3 : BIIA(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 산업보호법)
가) Level 1단계 : MCO
근로자가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관련하여 적합한 의
료처치를 토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산재근로자와 주치의가
만나 문제에 대하여 토의한다(주치의가 할당이 안될 경우 다른 의료진
으로 대체한다). 그 후 다른 보조의료진이 근로자와 만나거나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MCO의 의료책임자 혹은 행정 위원들이 문제에 대
하여 재검토한다.
나) Level 2단계 : 노동산업부 또는 자가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만일 MCO의 의료처치가 근로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면 근로자
는 이 문제를 노동산업부의 감독자나 자가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함
께 의논할 수 있다. 또한 감독자는 노동산업부, MCP계약 관리자, 의료
책임자 혹은 다른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협의한다.
다) Level 3단계 : BIIA(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 산
업보호법)
만일 감독자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BIIA
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도 변화가 없
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BIIA에서 찾을 수 있다.
5) 독립된 의료심사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s : IMEs)
MCO는 의료 심의회뿐만 아니라 의료관리자의 의견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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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IMEs는 MCO에서 고용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의료진
에 의해서 지도하도록 하며 만일 MCO가 임명한 의료진에 의해 지도
된 IMEs가 아닐 경우 노동산업부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감독자나 자가보험 사업주는 MCO에 의하여 구성된 IMEs에 판결을 호
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으며, 진단명을 명확히 하거나 MCO의 심의회가
논쟁의 소지가 있고 무성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안에서 객관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할 때, 보호의 질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자 할 때
IMEs에 요구할 수 있다.
6) 지침비용편성(Traking Pilot Costs)
노동산업부는 산업보험장려금 발전을 위한 의료보건비용과 근로자들이
받게 될 연금을 이용하며, 의료보호공급자들과 각 부서들에 의하여 지불되
는 이용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MCO는 두(頭)당 'Shadow
Bills'(그림자 비용)143)을 지불하여 각 요구에 따르는 전체 의료비용을 결
정한다. 그림자 비용은 사용료와 같으며 근로자들이 직접 지불하지 않는
다. MCO는 두(頭)당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가격을 제출하
며 이때 지불해야 할 사용료는 노동산업부의 지불제도에서 처리된다.
7) Fee System
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노동산업부가 허가한 코드에 따라야 한다.
<표 7-1> 비용체계
담당자

번호

attending
doctor
(주치의)
주치의에
의 하 여
수행되는
요금체계

99080

종

류

대리인에 의해서 특별한 보고서가 요구되거나
60일간의 치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1026M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때
보험회사의 요청에 주치의가 생활력을 상실
1027M
했다는 진단을 내릴 때
물리적 상태나 제한된 기능에 관한 정보를
1037M
사업주에게 제공할 때

143)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유로 조정된 가격이다.

단위

요금
(＄)
31.93
31.93
8.9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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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계속
담당자

attending
doctor
(주치의)
주치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요금체계

attending
doctor
(주치의)
주치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요금체계
providers
(공급자
들)

척추교정
전문가

번호

종

류

1039M 휴업신고서 양식을 작성할 때
1040M 산재나 직업병에 대하여 진단할 때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와 관리 서비스에 지
불여부를 판단할 때, 진단서와 연구자료 그
1041M
리고 X-ray와 관련하여 요금이 지불될 것
을 판단할 때
14마일 이상을 여행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
1046M
용한다.
1048M 물리적 상태에 대하여 진단할 때
자가보험이나 부서, 대표자들이 요구할 때
1051M
의료적인 기록들을 복사할 수 있다.
1055M 직업병 연혁에 대한 세부 보고
1056M 추가되는 의료적인 보고서
1057M 추가되는 마취제를 허가하는 증명서
부서나 자가 보험사가 요구하는 독립적인
1063M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토
1064M 마취치료를 허락하는 최초의 증명서
1038M 초기 수행할 수 있는 직무분석을 검토
당일 부가적인 직무분석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질 때(부가적으로 5개까지 직무분석을
1028M
할 수 있으며 6개 이상일 때는 1038M의 요
금체계를 따른다.)
99050 의료서비스
99052 야간 의료서비스
99054 시간 외 의료서비스
보고서를 포함한 바이오피드백에 대한 최초
1042M
의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바이오피드백에 대한 추가
1043M
적 평가
1단계 : 척추 치료 방문 (가벼운치료)
2050A
증상이 2개 이하 / 10∼15분치료
2단계 : 척추 치료 방문 (중간치료)
2051A
증상이 3∼4개 이하 / 15∼20분치료
3단계 : 척추 치료 방문 (심각한 치료)
2052A
증상이 5개 이상 / 25∼30분치료

단위

요금
(＄)
8.99
24.45
24.45

1마일

4.08
20.38

1장

0.41
154.01
15.10
15.10
32.60
31.93
31.93
15.96

1시간

17.36
24.80
24.80

1시간 122.23
30분당

61.11
34.56
44.27
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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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계속
담당자

번호

종

류

단위

요금
(＄)

1190M 의사에 의한 손상 평가(한정된 부분)

211.78

1191M 의사에 의한 손상 평가(표준적인 부분)

308.06

손상에 1192M 의사에 의한 손상 평가(복잡한 부분)
대한 평가 1193M 상담가에 의한 손상 평가(한정된 부분)

385.06

통역
서비스

211.78

1194M 상담가에 의한 손상 평가(표준적인 부분)

308.06

1195M 상담가에 의한 손상 평가(복잡한 부분)

385.06

9980M

통역서비스(가족, 친구, 의료진, 보건의료진,
15분
직업공급자는 지불대상에서 제외됨)

14.65

9981M 기다리는 시간(최대 30분까지 서비스 가능)

15분

14.65

9987M 요구된 통역을 문서로 번역하기

15분

14.65

1049M

일반 변호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의료증언을
1시간 384.41
승인할 때

30분 128.14
의료증언 1050M 추가시
과 조서
일반 변호사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조서를 초기
1053M
320.35
승인하는 증언을 할 때
1시간
1054M 추가시
1220M 전화걸기
간호사
1221M 방문
사례관리
1222M 하례 계획 세우기
서비스
1223M 출장 및 기다리기

자연요법
내과의사

30분 107.31
6분

8.09

6분

8.09

6분

8.09

6분

3.98

2130A

최초방문시 정기적인 검사, 이력, 치료와
보고서 작성

43.18

2131A

최초 방문시 치료를 포함하여 방문을 연장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64.78

2132A

최초 방문시 치료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사와
보고서 작성, 사고에 대한 경위도 추가할 때

86.39

2133A

추가 방문시 평가와 치료를 포함한 정기적
인 방문

34.56

2134A

추가 방문시 위의 것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요구할 때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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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가. 직업재활서비스의 의미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재활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다음과 같
은 것들을 포함한다. 산재근로자의 노동 혹은 교육 자료와 육체적 능력
에 관한 자료, 산재근로자의 취업능력을 평가, 직업재활계획 개발․기
록, 증서 교부, 훈련기간 동안 부상 노동자의 과정 관찰, 진행 과정을
기록,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변경 가능한 기술을 기록․분석, 직업조사
수행, 노동시장 조사를 관리․보고서 작성, 직업분석을 기록․관리, 산
재근로자, 사업주, 의사 혹은 다른 사람과 상담, 직업수정, 직장수정을
개발, 기존 직업의 조정과 이러한 작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이러한 모
든 작업은 사업주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직업재
활서비스에 문의하여 행해진다.

나. 직업재활 공급자
공급자란 사람, 기업, 조합, 단체, 혹은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서비
스를 제공하는 다른 법적 실체를 지칭한다. WAC 296-19A-210에 따르
면, 부(部)는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
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직업재활상담사(VRC)는 석사학위와 1년 완전고용으로 산재보
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상담사
(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 혹은 장애 관리 전문가 자격증
(Certified Disability Management Specialis) 혹은 미국 위원회의 직업
전문가(American Board of Vocational Experts) 자격이 있어야 하며,
석사 학위와 2년 완전고용으로 산재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상담사 자격, 혹은 장애 관리 전문가 자격
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직업재활상담사 감독자는 5년 완전고용으로 워싱턴주 산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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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상담사는 3년 완전 고용
으로 워싱턴주 산재근로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업재활상
담사 자격, 미국 위원회 직업 전문가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넷째, 인턴은 재활상담사 자격, 장애 관리 전문가 자격, 미국위원회
직업전문가에 적합한 영역에서의 석사 학위, 혹은 이에 상응한 산재근
로자에 관련된 일을 적어도 1년 동안 한 것을 포함하는 재활상담사, 장
애 관리 전문가 자격이 있어야 하며 미국 위원회 직업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 관리 전문가
에 의해 적합한 영역에서의 석사학위, 혹은 이와 같은 것으로 산재근로
자에 관련된 일을 적어도 2년 동안 한 것을 포함하는 장애 관리 전문
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업무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는 모든 연방/
주의 법을 충족해야 하며, 부(部)로부터 위탁을 받기 위해 그들이 운영
하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 지역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부작위 보험, 직무상 과실보험, 산
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직업재활서비스를 상담할 수 있는 비
공개적이고 전문적인 공간을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정해진 업무 시간(월요일에서 금
요일까지)동안 전화 자동 응답기를 갖추어야 하며, 부(部)에서 위탁을
받기 위해 공급자는 직업 위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접
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노동시장이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유급으로 고용된 지리적 영역을
말한다. 노동시장은 이성적으로 통근 가능한 거리여야 하며 산재근로자
의 신체, 정신적 능력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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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재활서비스의 단계
직업재활서비스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7-4] 직업재활서비스 단계

초기개입서비스

노동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직업재활계획 이행과
서비스

1) 초기 개입 서비스
초기 개입 서비스의 목적은 산재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일
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는 사업주, 근로자,
의사와 함께 초기 직장 복귀를 상의하는 것, 직장 복귀 목적과 산재근
로자가 직장복귀나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장애물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 고용 제공에 있어 사업주를 돕는 것, 필수적인
직업 수정과 기존 적응에 있어 위탁 공급자와 계획하고 일하는 것, 직
업 분석을 수행하는 것, 산재근로자의 욕구 및 선호하는 근로자로서의
위상을 평가하고 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로자 급여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
2)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
노동능력 평가란 산재근로자가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 노동산업부가 사용한 보고서이다. 노동능력 평가는 산재근
로자의 나이, 교육과 경력, 변경 가능한 기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
적, 정신적 조건과 근로자의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산재
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신체적, 정신적 조건과 근로자의 취업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부상시기의 급여, 노동유형,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애물, 노동시장, 완전한 노동경력과 교육수준, 성적 증
명서, 자격증 등 근로자가 과거에 취득한 것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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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재활 계획 서비스
직업재활 계획 서비스란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업재활 공급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 위임된 것이다. 공급
자는 산재근로자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비스는 직업상담과 직
업탐구, 직업목표와 훈련욕구, 자원과 비용을 명확히 하는 것, 신체적
능력과 제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과 직업
재활 계획에 참여하는 것, 직업검사 등이 포함된다.
4) 직업재활 계획 이행과 서비스 감시
직업재활 계획 이행과 서비스 감시란, 직업재활공급자가 산재근로자
가 성공적으로 직업재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공급
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산재근로자, 훈련자(trainer), 의료
공급자와 근로자가 직업재활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 산재근로자가 모든 필요한 장비와 공급품
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 산재근로자, 훈련자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 계획
이 중단될 필요가 있을 때 부(部)에 알리는 것, 산재근로자가 계획을
완료했을 때 노동산업부에 알리는 것, 산재근로자의 진행 과정을 감시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산재근로자의 기술 획득 기록, 계획
의 종결이 필요할 때 노동산업부에 알리는 것 등을 포함한다.

마. 규정
1) 지방자치의 부서(the department)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조건
부(部)는 고유의 결정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위임한다. 이러한 결정권을 실행하면서 부(部)
는 근로자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능력, 근로자가 직업재활서비스에 참가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직업
재활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이 있는가 등에 대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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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Provider)의 의무
모든 공급자들은 산재근로자가 유급 고용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의무를 가진다. 첫째, 주치의는 산재근로자의 지명을 받은 직업재
활상담자와 공개적인 상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부(部)는 산재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직업재활 제공자에 대해 공지하고, 사업주에게 종
결 보고서를 보내며, 만약 비협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시에 산재근로자
에게 문서 통지를 보내야 한다. 셋째,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이
전의 유급 고용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때 직업재활상담가
를 도와야 하며 직업재활상담가와 의사들은 변환 직업이 부상 근로자
의 고용에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넷째,
산재근로자는 장애를 결정하고, 재활과정을 개발하고 이행할 때 모든
합리적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3) 직업재활 서비스에 필요한 허가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산업부는 초
기개입, 노동평가능력, 개발 계획, 계획 이행 혹은 법정서비스에 대한
위탁을 해야 한다. 각각의 위탁은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해 독립된 위임
을 갖는다.
4) 법정 평가에 요구되는 것
직업법정서비스는 요구 파일을 검사하는 것과 직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에 있어 직업재활 공급자의 도움을 획득하기 위해 인정된 것
이다. 사망한 근로자와 영구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部)는 이전의 직업 위탁이 부상 근로자의 직업적 이슈를 해결했는지
를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임을 받는 유일한 기구이다.
요구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고가 포함되었는가에 관한 것
이다. 여기서는 가능한 노동을 명확히 하며 의학적 혹은 직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직업재활 공급자는 직업재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적용된 서비스가 포함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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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의학적, 직업관련 기록들을 검사하고, 고용
에 방해가 되는 것과 방해물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명확히 하며,
신체적, 의학적, 직업능력과 제한들을 획득하기 위해 공급자와 협력하
고, 훈련 욕구와 자원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노동시장 조사에 공급자가 해야 할 정보
노동시장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직업 명칭 조사, 공급
자가 노동시장 조사를 종결했을 때 그에 대한 요약, 산재근로자가 노동
을 수행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치의 혹은
의학적 정보에 기초한 요약, 조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고용에 긍정적
부정적인 모든 계약의 일람표를 만들고, 계약 날짜를 기입하는 것 등이
다.
또한, 노동시장조사 보고서는 구체적인 직업제목, 회사 이름, 전화 번
호, 계약 이름과 직업 이름, 산재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관계
된 직업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 최소한의 고용 요구와 기술, 일반적인
훈련과 현재 유급노동에 고용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 노동유형, 직
업 제목에 대한 지위 번호, 봉급, 마지막으로 고용된 날짜, 현재 개시
번호, 노동시장 조사 결과의 요약과 조사가 제공된 직업 목표에 긍정적
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포함하거나 얻기 위해 문서화해
야 한다.
6) 직업 분석에 공급자가 해야 할 정보
직업분석을 완료했을 때, 직업재활공급자는 정확한 근로자의 이름과
요구 번호 등과 같은 정보, 그리고 직업 명목과 번호, 직업분석을 완료
한 직업재활공급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공급자가 직업분석을 완료한 곳
과 직업 분석의 날짜를 기입하고 만약 분석이 on-site에서 이루어졌다
면, 사업주의 이름과 고용계약 직원과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연장과 장비에 대한 일람표, 직업수행에 요구되는 능
력을 기술하고 평가한 것,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그들의 신체적 요구와
횟수를 기록, 평가한 것, 즉 앉기, 일어서기, 들기에 대한 요구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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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제공자는 산재근로자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직업의무
와 신체적 요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
수행에 있어 직면하는 해로운 환경 기술, 직업수정 혹은 사업주의 직업
공급에 있어 가능한 직업수정 기술, 의학적 합의, 서명, 의견에 대한 부
분, 감시에 대한 현재의 직업 분석과 날짜가 사인된 직업재활공급자의
서명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7)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의 요금체계
직업재활서비스 공급자는 노동산업부에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
급자 번호를 받아야만 한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위탁 유형에 따라 허가
되는데, 노동부가 사용하는 다섯 개의 위탁 유형은 초기 개입, 사정, 계
획 개발, 계획 이행과 법정서비스이다.
노동부는 인턴에게 직업재활상담가의 85%를 지급하며, 토론 훈련 평
가자에게는 직업재활상담가의 120%를 지급한다. 노동산업부에서 요금
지불을 하지 않는 서비스는 경영자/관리자의 봉급과 그에 관련된 사람
들의 비용, 사무실 임대료, 감가 상각(Depreciation), 장비 구입/임대비,
장거리 통화 요금을 포함한 전화비, 우편비, 운송비, 소모품, 인쇄비, 복
사비, 마이크로필름 카드와 인터넷 파일 인쇄비, 유지/보수비, 세금, 자
동차 비용과 유지비, 보험, 수수료/회비, 휴가, 병가 비용, 사례 자료 파
일비용, 파일 유지비 등이다.
또한, 직업서비스에 대한 시간적 비율은 직업재활상담가 한 시간당
$75.50/인턴 $64.35/토론 훈련 평가자 $91.20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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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금 체계
번호

시간

요금

0800V 초기개입 서비스/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7.57

0801V 초기개입 서비스/인턴

6분당

$6.43

0810V 사정 서비스/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7.57

0811V 사정 서비스/인턴

6분당

$6.43

0821V 노동 평가/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7.57

직업 평가 0823V 기존 직업 혹은 수정 상담/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7.57

0824V 기존 직업 혹은 수정 상담/인턴

6분당

$6.43

0830V 계획 개발 서비스/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7.57

0831V 계획 개발 서비스/인턴

6분당

$6.43

0840V 계획 이행 서비스/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7.57

0841V 계획 이행 서비스/인턴

6분당

$6.43

0881V 법정 서비스/법정 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9.12

0882V 직업재활상담가 고유의 업무에서 증언

6분당

$7.57

0883V 인턴 고유의 업무에서 증언

6분당

$6.43

0884V AGO 증인 증언/직업재활상담가

6분당

$7.57

초기 개입

사

정

계획 개발

계획 이행

법정/증명

0891V

종

류

여행/대기시간/직업재활상담가 혹은 법정
직업재활상담가

0892V 여행/대기시간/인턴
여행,
대기시간,
마일리지

6분당

$3.78

6분당

$3.78

0893V 전문가의 마일리지/직업재활상담가

1마일 당

주시세
에 따라

0894V 전문가의 마일리지/인턴

1마일 당

주시세
에 따라

0895V

비행기 여행/직업재활상담가, 인턴 혹은
법정 직업재활상담가

초기 개입 위탁 상한선
요금
사정 위탁 상한선
상한선
계획 개발 위탁 상한선
(위탁
유형에
계획 이행 위탁 상한선
따라 다름)
노동 평가 서비스 상한선

BR
$1550
$2590
$5180
$490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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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 프로그램(Work Hardening Program)
가. 직업훈련의 의미
직업훈련은 의료법령 내의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144)에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장복귀라는 목적과 관련된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목적으로 구성된
목표지향적, 개별적 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러 분야에 관련이 있
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신체적, 행동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
도록 실제, 혹은 가상의 노동 활동을 이용한다.

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직장복귀의 목적에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체력 개발, 근로자의 직업 욕구에 따른 직장복귀의 직업 환경과
과업에 대한 모의실험, 신체의 메커니즘, 노동 속도에 관련되고 안전과
부상 예방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의무와 자기관리(Self Management)를
증진하는 교육, 직무변경에 대한 욕구의 사정,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
한 개별화된 계획,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용할 방법들,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예상 가능한 결과, 직업 목표, 근로
자에게 적합한 안전한 작업 환경과 분위기, 프로그램의 내부적 검토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화된 구조, 직업 관련 행동의 수정과 평가 등을 포
함한다.

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급자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계된 공급자는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144) Special Program이란 노동부에서 자격이 있는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프로그램
으로, 복합적 훈련의(multi-disciplinary), 상호적 훈련의(inter-disciplinary) 프
로그램을 지칭한다. (WAC 296-20-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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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 직업전문가(Vocational Specialist), 재활의사(Rehabilitation Physician), 직업상담사(Vocational Counselor), 임상심리사(Clinic Psychology) 등을 포함한다.

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의 직업재활상담가의 역할
직업재활상담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위탁을 원활히 한다.
둘째, 직업 목표를 위한 직업 분석을 제공하고,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하
기 위해 산재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시킨다. 셋째,
직업수정의 개발에 있어서 산재근로자를 돕는다. 넷째, 직업훈련 프로
그램의 직원들과 연락하고, 필요하다면 회의에 참석하며, 직업 변환을
위해 직업훈련팀과 함께 일한다.

마. 규정
1) 가입 기준
직장복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주일에 3∼5일 정도 최소 4시간 동안의 참여와 점진적 재활이 가능
한 정도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체 회복, 손 부상과 같은 특
수한 진단은 예외로 한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직업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직업서류, 현장직업
훈련 (On-the-job-training:OJT) 서류, 직업재활상담가에 의한 동의, 직
업 평가를 통한 직업, 직업분석과 노동시장 조사에 의한 기술 등을 포
함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로자-파일 검사,
인터뷰, 테스트를 통해 선발하며, 산재발생일로부터 적어도 2년이 지나
지 않은 근로자, 또는 부상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직장복귀를 하지 않
은 근로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의 의학적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예외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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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기준
모든 위탁은 직업재활상담가, 주치의, 요구 관리자에 의해 시작된다.
우선 직업 목표에 대해 주치의의 사전승인과 동의를 구해야 하며, 프로
그램 시작 전에 감독자(Claim Manager)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와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상담 제공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적당한 시기
4주 혹은 더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예외는 최대 2주로 사
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어떤 근로자들은 불충분한 파트타임의 직장에
복귀할 수도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완전 고용 혹은 직무변경을 위해
더 많은 직업훈련/적응기간(Conditioning)을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예외가 허용된다. 예외적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을 계속적으로 2주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직업재활 프로그램 해임(취소) 기준
근로자가 계획에 밝혀놓은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근로자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참여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잠정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둘째,

프로

그램에 허용된 결석 수가 초과했을 때. 최대로 2번의 결석을 권하고 있
다. 셋째, 근로자가 프로그램 스케줄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또
한 프로그램 실행 과정 동안 나타난 목표가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 앞
서 알려지지 않은 의학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치료 결정을 위해 주치
의의 상담이 요구되며, 신체적 목표라는 치료 집단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을 때. 제공자와 직업재활상담가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새로운 직업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5) 프로그램 감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감독에 대한 의무는 인가된 직업치료 전문가나
신체치료 전문가에만 있으며, 직업훈련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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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술적인 직원은 인가된 전문 치료사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
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다른 전문가들(의사)은 경우에 따라 다르
게 운영된다.
6) 전문화된 서비스
상담 혹은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종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의학적, 심리적, 정신의학 상담과 같은 요금 스케줄은 스케줄에 우선하
여 요구 관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
담들에 필요한 것은 직업훈련 보고서 안에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7)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제공자 의무
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규정에 대
한 노동산업부의 기준을 따른다. 둘째, 신청자의 진행기간 동안 주치의,
요구 관리자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셋째,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획득
하고 관리자로부터 프로그램 연장을 동의를 받는다. 넷째, 만약 한 명
이라도 지명된다면 직업재활상담가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다섯째, 만약
직업상담가가 지명되지 않는다면 요구 관리자로부터 직업 분석을 획득
하거나 요구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직업 분석을 수행
해야 하며, 성공적인 직장복귀를 위해 사업주와 협력하고 직장복귀 날
짜를 확정짓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화해야 한다. 여섯째, L&I 직업훈련
일정(Data Sheet)을 완료하고 노동일의 중단 7일 내로 직업훈련 협력자
에게 메일을 보내야 한다.
8)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요금체계
요구 관리자에 의해 위탁받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된 제
공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
다.
(한 시간 = 단위/1;1 계약 $101.72, 집단 비율은 $40.95/전체 최대:4주
/$5,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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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직업훈련의 요금체계

Week 1

번호

종류

최대 시간

최대 요금

1000M

인터뷰

1.0

$101.72

1001M

평가

5.0

$508.60

1002M

계획 개발

1.0

$101.72

1003M

컨디션 조절/에어로빅

8.0

$327.60

1004M

직업 모의 실험

8.0

$327.60

1005M

상담(협의)

0.5

$50.87

23.5

$1,418.11

총계

Week 2

1006M

컨디션 조절/에어로빅

8.0

$327.60

1007M

직업 모의 실험

15.0

$614.25

1008M

상담

0.5

$50.87

23.5

$992.72

총계

Week 3

1009M

컨디션 조절/에어로빅

8.0

$327.60

1010M

직업 모의 실험

20.0

$819.00

1011M

상담

0.5

$50.87

28.5

$1,197.47

총계

Week 4

1012M

컨디션 조절/에어로빅

10.0

1013M

직업 모의 실험

25.0

$1,203.75

1014M

종결 상담

1.0

$101.72

36.5

$1,534.97

총계

$409.50

밑의 번호는 프로그램의 어느 주 동안이라도 지불될 수 있다.
1015M

준비

2.0

$203.44

1016M

신체 정비/교육

6.0

$245.70

1017M

근육운동의 조정

2.0

$203.44

1018M

직업 지도

2.0

$203.44

12.0

$856.02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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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례
1) 공급자 : 허리부상치료 (United BackCare : UBC)145)
가) 기관 소개
UBC(United Back Care)는 기본적으로 허리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합적 접근을 이용하기 위한 초기 개입 프로그램으로 1984년에 설립
되었다. 이후로, UBC의 서비스는 확장되었고, 상부의 사지와 다른 근ㆍ
골격 문제의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UBC는 광범위하고,
점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재활과 기능적인 제한과 만성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예방을 제공하며, 산재에 대한 위험에 있어서
사업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UBC의 복합적-훈련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신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그들의 직장복
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 UBC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UBC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직업 목표를 가지고 직장복귀를 위해
부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구
체적이고 명확한 직업 목표에 대해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UBC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매우 개별화되어
있다. 둘째, 모의실험된 직업 업무를 개발시키기 위한 지침으로서 직업
분석을 이용한다. 셋째, 구체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한다. 넷째, 신체적/직
업적 치료를 포함한다. 다섯째, 직업 상담가, 임상 심리사, 사업주, 필요
의사, 요구 관리자들을 포함한다. 여섯째, 직업 사례 관리와 임상 심리
상담을 통해 직장복귀의 방해물을 명확히 하고 해결한다.
다) UBC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① 통증관리 프로그램 (Pain Management Program)146)
145) 이하 UBC라 표기.
146) 이하 Pain Management Program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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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Management Program은 전임의, 만성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개인을 위한 4∼7주의 프로그램이다. 이전 치료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치료, 고통의 증가 혹은 심각한 기능적 제한들이 위탁의 요소가 된다.
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복귀와 일상적 활동을 강조한다. 둘째, 만성적 질병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셋째, 복합적, 통합적이고 점진적인 훈련을 강조한다. 넷
째, 치료는 모든 제공자들과 사업주,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가족들과 함
께 참여한다.
② 신체기능평가(Physical Capacities Evaluation : PCE)147)
PCE(Physical Capacities Evaluation)은 직장복귀, 직업적 목표, 노동
시기, 일반적인 신체적 능력과 요구 관리의 결정을 돕는 기능적인 기초
로 설립되었다. PCE의 확장된 활동은 개인의 중요한 신체적/기능적 능
력의 광범위한 평가이다. 첫째, 하루의 PCE = 4∼6시간, 둘째, 이틀의
PCE = 4∼6시간, 셋째, 확장된 PCE = 1∼2주(평가 초점에 따라 매일
시간은 다양) 중 3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루/이틀의 PCE는 가능한 시간의 치료전문가 일람과 직업분석의
재검토, 실행과 충고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포함하며, 1∼2주의
PCE는 중요한 신체능력과 노동 인내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③ 다양한 훈련치료(Multidisciplinary Treatment)
UBC의 프로그램은 의사(Medicine), 임상심리사(Psychoplogy), 직업
치료(Occupational Therapy), 신체치료(Physical Therapy), 간호(Nursing), 직업상담(Vocational Counseling),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구체화된 전문가팀으로 하고 있다.
④ Vibrasym Driving Simulator (진동 운전 가상실험)
진동 운전 가상실험은 신체기능평가, 직업훈련, 직업복귀, 통증관리
(Pain Management) 프로그램에 있어서 치료의 도구 혹은 평가로 사용
된다. 이것은 환자로 하여금 다른 중요한 신체적 능력의 개발과 결합된
운전 인내력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또한, UBC 프로그램은 운전 도중
근육의 건강회복과 신체 메커니즘 교정의 사용뿐 아니라 근육을 완화
147) 이하 PCE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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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운전 모의 실험의 사용과 바
이오피드백(Biofeedback)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결합하였다.
모의 실험 프로그램은 첫째, 연결 버스, 둘째, 일반 도로 이외에서 행
해지는 트럭 운전, 셋째, 장기간의 수송, 넷째, 도시 안의 수송과 배달,
다섯째, 소형 트럭 배달, 여섯째, 기차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과 통증 (Sports, Recreation and Pain)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만성질병들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여가 활동
을 포함한 전형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근무지와 관계 없는 제도(The
Unweighting System), 동태적인 안정화 프로그램, 스포츠 번호, 에어로
빅 모의 실험 스포츠, 민첩한 훈련, 균형 훈련과 인내력 훈련은 UBC에
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산재근로자들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체
적인 ‘골프와 질병’ 훈련을 이용한다. 골프와 만성질병 훈련은 환자들에
게 적합한 신체 메커니즘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골프클럽에서 동태
적인 안정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
다. 이러한 훈련은 근골격에 관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상해의
위험을 줄이고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이다.
2) 공급자 : 단계적 재활협회(Cascade Rehabilitation Associates :
CRA)148)
가) 기관소개
CRA는 개인적인 치료의 전문적인 우수성과 질에 헌신한 신체/직업
적 전문치료사들에 의해 1998년 설립되었다. CRA의 전문치료사들은
가능한 한 빠르고 안전하게 산재근로자가 원하는 기능의 수준에 초점
을 둔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병원과 연계하
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일반적인 정형외과 치료도
제공하고 있다.

148) 이하 CRA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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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RA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① 산재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CRA의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전문치료사들은 CRA의 위탁 사업
주, 직업상담사, 감독자, 직업간호사에게 광범위한 산재 관리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CRA는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직장복귀를 통한
산재근로자,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밀접한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
첫 번째 사정단계에서, CRA는 필수적인 노동기능의 구체적인 분석을
포함한 직업 기록(Work History)를 통해 환자의 기능적인 능력을 평가
하고 직장복귀를 진척시키기 위해 적합한 재활 목표를 세운다. CRA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은 이전 고용에 대한 심사와 인간 공학적인 수정, 인
간공학 장비의 교육과 필수적인 직업 기능에 대한 모의실험을 포함한
다.

사. 직업훈련 공급자 목록
워싱턴주 내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공급자들의 목록으로 기관명과 담
당자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이 공급자 목록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표 7-4> 직업훈련 기관명
Name

Contact

HealthSouth

Rod Strom,

Spokane WH

PT, CHT

Moses Lake

Randy
Bruce,

Sports PT
Garland
Physical
Therapy South

Phone

Fax

509-535-0016 509-535-0019

509-766-4277 509-766-4280

MSPT
Dennis
Hyatt, PT

Memorial

Jackie Ray,

Hospital

OTR/L

509-747-4406 509-747-5521

509-574-4255 509-574-4243

Address
3927 E Trent
Ave

City

Spokane WA 99202

1065 W

Moses

Broadway

Lake

323 E 2nd
Ave, Ste 205
315 Holton
Ave, Ste 100

State Zip

WA 98837

Spokane WA 99202

Yakima WA 9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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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의 계속
Name

Contact

Westside
Physical

Rob Finch,

Therapy LLC

PT

St Peter

Carol

Hospital

Howdeshell

Columbia PT
& Sports
Rehab
Washington
Physical Thpy
Svcs
Angeles
Therapy
Services

Good
Samaritan
Hosp/Work
Rehab

Richard K.
Wright, PT
Carlos
Loera, PT
Becki
Dotson,
Patient

Fax

509-966-8981 509-966-2125

360-493-4358 360-493-7977

509-547-3636 509-545-5095

509-547-3725 509-547-9852

360-452-6216 360-452-8765

Address
1213 S 40th
Ave
413 Lilly Rd
NE
1632 W Court
St
3807 W Court
St

City

State Zip

Yakima WA 98908

Olympia WA 98506

Pasco

WA 99301

Pasco

WA 99301

1114 Georgiana

Port

E

Angeles

WA 98362

Coordinator
Dawn Jones
OTR/L
Victoria
Goodhope,

253-845-5785 253-841-4461

2323 E Pioneer,
Ste C

Puyallup WA 98373

OTR/L

Olympic
Sports/Spine

Terry
Mertens,

Rehab RPT

OTR/L

NW Phys
Ther Sports

Dan
Crowley,

Rehab Ctr

PT

WorkAble

Ed Frye,

Solutions

OTR/L

Physiotherapy

Sheryl
Eckberg,

Associates

Phone

253-845-2060 253-848-8567

110 N
360-428-2700 360-428-2701 LaVenture Rd,
Ste A
425-775-7274 425-775-0963

360-459-0978 360-491-1339

OTR/L

Physiotherapy

Kevin

Associates

Sanders, PT

8011 112th
Street Ct E

509-747-1016 509-747-1075

Puyallup WA 98373

Mount
Vernon

6601 220th St Mountlake
SW, Ste 1
8221 Martin
Way E, Ste H
514 S
Washington

Terrace

WA 98273

WA 98043

Olympia WA 98516

Spokane WA 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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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의 계속
Name

Contact

St Luke's
Rehabilitation

Scott
Graham,
Rehab

Inst

Chris Nixon,

Rehab-Valley

PT

Summit
Rehabilitation

James
Strandy,

Associates

PT, CHT

Therasport

Dean D

Northwest

Evans, PT

Capen &
Assoc Ind

Christina
Casady,

Rehab Svcs

OTR/L

Therapy

Fax

509-473-6943 509-473-6277

Steve
Haskey,

Northwest

OTR/L

509-444-5678 509-343-5678

St

State Zip

Spokane WA 99202

12509 E
Mission, Ste

Spokane WA 99216

202
509-455-6002 509-747-5990

509-484-0095 509-484-0477

253-565-0438 253-564-6012

253-475-7466 253-475-7469

Olympic
Kim Leger,
Sports/Spine 253-564-5622 253-565-4694
COTA/L
Tacoma
St Joseph
Hospital -

Eileen
Rollins,

Attn OT Dept.

OTR/L

Van-117th

711 S Cowley

City

511 S Pine St,
Ste A
124 E Rowan
Ave, Ste 202
633 N Mildred
St, Ste A

Spokane WA 99202

Spokane WA 99207

Tacoma WA 98406

Dale
7513 Custer Rd
Tommervik, 253-475-8622 253-475-8672
Tacoma WA 98467
W
PT

People's Injury
Network

HealthSouth
Rehab -

Address

Manager

Summit

Custer
Physical

Phone

253-591-6766 253-305-6448

6704 Tacoma
Mall Blvd
6704 19th St
W, Ste A

1717 S J St

Tacoma WA 98409

Tacoma WA 98466

Tacoma WA 98405

Don Houck,
508 SE 117th
PT/John 360-254-1424 360-254-1557
Vancouver WA 98383
Ave
Wisti, PT

St Mary /
Tim Conley,
401 W Poplar
Turning Point
509-522-5821 509-522-5752
Director
St
Rehab
United
Backcare

Pamela
Rumsey,

Puyallup

COTA/L

253-445-8663 253-445-8342

11904 Meridian
St E, Ste A

Walla
Walla

WA 99362

Puyallup WA 9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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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의 계속
Name
United
Backcare
Bel-Red
Valley Medical
Center
Kadlec Medical
Center

Contact

Melinda
Glass,

Address

City

State Zip

425-251-5165 425-656-4028 400 S 43rd St

Renton

WA 98055

OTR/L
Romona
Grimm,

509-942-2660 509-942-2727 888 Swift Blvd Richland WA 99352

OTR/L
Bruce
Clayton,

Svc

RPT

Healthsouth

Jeff Goesling,

Seattle

PT

Northwest
Physical

Jean Fritz,
OTR/L

Cascade PT & Harold Von
Sports Clinic

Bergen, PT

United
Backcare

Celeste
Sullivan,

Wenatchee

OTR/L

Cascade
Summit

Charles

WorkForce

Fax

Maggie
15446 Bel-Red
Vennarucci, 425-881-5636 425-869-8688
Redmond WA 98052
Rd, Ste B-1
OTR/L

Columbia
Physical Thpy

Therapy Svcs

Phone

Martin, PT

Central WA
Physical

James
Simmons,

Therapy

PT

206-722-2205 206-722-5457

206-524-6916 206-523-1629

206-368-1838 206-368-6035

5620 Rainier

Seattle

WA 98117

Seattle

WA 98133

10330 Meridian
Ave N, Ste
Seattle
110

WA 98133

Ave S
12500 Aurora
Ave N, Ste C

360-856-4216 360-856-4217

210 Ferry St

509-663-6886 509-663-4336

1022 N
Wenatchee

Sedro
Woolley

WA 98284

Wenatchee WA 98801

Ave
509-248-6113 509-457-8941

2505 Racquet
Ln

Yakima WA 98902

509-469-7474 509-469-7575 1127 Tieton Dr Yakima WA 98902

4. 직장복귀(Return to Work : RTW)
가. 직업복귀의 개요
직업복귀 프로그램은 OHS 프로그램 내에 있으며 개별적 프로그램이

제7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사회적응프로그램 245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들
은 폭넓고 다양하게 직장복귀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며 모든 프로그램
이 직업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들의 최종 목적은 “직
업복귀”이다.
적절하게 집행된 직업복귀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들의 생산적인 고용
을 위한 직업복귀를 한층 앞당긴다. 연구들에 의하면 직장에서 나와 완
전히 휴식을 취한 사람보다는 상해에 따라 과도한 일을 적절하게 수행
한 산재근로자가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한다. 따라서 직업복귀는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나 사업주에게도 이익을 준다. 한편, 직업
복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의료시스템이나 개인성향
을 포함하여 심리ㆍ사회적인 것, 법률,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직업복귀를 효과적인 의료서비스(Health care)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조기개입은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열쇠이다.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격려해야 하며 산재근로자는 제안된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
응해야 한다.

나. 직업복귀의 의의
1) 사업주 측면
첫째,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한다. 둘째, 숙달된 근로자의 기술과 서
비스를 유지한다. 셋째, 새 고용인을 훈련시키는 비용과 고용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한다. 넷째, 시간 손실과 수수료를 줄인다. 다섯째, 근로자
와 사업주의 관계를 유지한다. 여섯째, 회사에 자원을 공급한다.
2) 산재근로자 측면
첫째, 안정적인 일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빨리 복귀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개인과 근로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사업주에게 보여줄 수
있다. 다섯째, 사업주와 다른 보조인력들과 관계 맺고 접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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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다. 여섯째, 근로자의 수수료 부분이 감소된다. 일곱째, 영구장해
로 발전하는 위험이 감소되며 상해에서 빨리 회복된다.

다. 직업복귀 프로그램의 내용
직업복귀 프로그램의 내용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간호사의 사례관리
에 의해 진행되거나 직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지불하는 사람과
공급자 간의 대화를 쉽게 하고 활동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주된 관계
를 원활하게 한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한계점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춘
다. 셋째, 공급자와 함께 간호사가 사례관리를 통하여 치료를 제공하고
직업복귀를 계획하고 일을 제한한다. 넷째, 양식에서 재활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고용을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연습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훈련 프로그램도 실시해 본다. 다섯째, 조기 의료적 개입-발견, 진단,
치료를 강조한다. 여섯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한다. 일곱째, 직업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정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라. 직업복귀프로그램의 공급자
직업복귀와 관계된 공급자들은 주치의(Attending Physicians : AP),
개인상담가(Private Counselor : PC), 재활상담가(Rehability Counselor
:RC), 산업간호사(Occupational Nurse Consultants : ONC), 감독자
(Claims Managers : CM), 필요한 서비스에 따르는 각 프로그램의 공
급자들을 포함한다.

마. 직업복귀 서비스 체계
산재로 인한 의료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감독자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직업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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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뢰한다. 관련된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직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상태에 따른 적합한 직업을 선정하고 업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운 후 직업복귀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직업능력 사정을 받는다.
[그림 7-5] 직업복귀의 서비스체계

감독자가 직업재활
상담가에게 의뢰

직업복귀 프로그램에
참가

- 산재로 인해 바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가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담당 의사를 포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상담가에게 의뢰
- L&I는 근로자가 보상금을 받는 동안 직업복귀 활
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요구
- 직업복귀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
는 것들을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일자리나 새
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원조
동의시 직업복귀의 선택권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
들을 받게 됨.
임시적으로 수정된 정규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 신체적 손상으로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일
시적으로 수정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파트타임
이나 가벼운 업무를 포함한다.
영구적으로 수정된 정규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때때로 신체적인 손상으로 그에 꼭 맞는, 영구적으로
변형된 일들을 해야 한다.
당신의 고용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
손상된 신체상태가 지속되므로 영원히 일자리가 달
라지지만 때때로 같은 곳에 취업이 되기도 한다.

취업사정
(Employability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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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획(Vocational Plans)

- 직업계획은 근로자가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짧은 프로그램이다.
- 법에 의하면 최대 52주가 한계이며 전체 비용이
4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직업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프로그
램으로 이용될 수 없다.
- 예를 들어 새 일자리를 얻기 위해 훈련을 받을
때도 대학교육, 직업, 기술 등의 프로그램이 52
주를 초과할 수 없다.
- 질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면 직업계획의 목적을 재
고용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맞추어야 한다.
- 활동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에 참가하는 동안 계
속적으로 보상금을 받지만 중도 탈락할 경우
의료서비스와 보상금은 중지된다.

직업이익에 관하여 사전에 결정하라
(Protesting Decisions about Vocational Benefits)
- 노동산업부가 취업가능성이나 직업계획에 관하여 관
여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직업복귀

- 같은 종류의 일로 복귀 : 산재를 당한 중에도
근로자는 같은 일자리로 직장에 복귀한다.
- 영구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 : 근로자
는 사업주의 제의를 받아들여 의료적 접근
이 용이한, 영구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복
귀한다.
- 일시적인 일자리로 복귀 : 근로자는 의료적
접근이 용이한, 일시적인 일자리로 복귀하라
는 사업주의 제의를 상해 때부터 받아들이
고, 일시적인 일자리가 종결되거나 제한된
조건에 맞는 근무지가 필요하다면 직업사정
을 받는다.
- 새 사업주와 함께 영구적인 일자리로 직업
복귀 : 근로자는 새 사업주와 사전에 승인
된 영구적인 일자리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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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수행한 결과를 통하여 직업계획을 세우며 수행할 수 있다고 판
단되면 직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림 7-5]는 직업복귀의 서비스체계
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옆의 내용은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바. 규정
1) 직업복귀를 위한 지침
첫째, 보호의 표준서(standard)를 이용하며, 직업복귀에 실패하게 되
었을 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둘째, 의료 문제, 경제적 문제
와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치료자를 훈련시킨다. 셋째, 사업주는 일터에
서 상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본인이 느끼도록
연계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장해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교육을 엄격하게 한다.
2)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들은, 사업주와 간호사가 상해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
을 찾기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근로자의 기능과 제한된 활동에 적
합한 직업복귀를 하기 위한 창조적 모색을 통해 직업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록하고 보고한다.
3) 전문화된 서비스
전문화된 서비스로는 작업능력측정 및 방문이 있는데, 이는 직업능력
을 이해하기 위해 치료자가 직업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방
문을 통하여 적절한 안전과 건강문제에 관하여 가르치고 선택할 권리
들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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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직업복귀 서비스에 대한 요금체계
담당자

번호
99080
1026M
1027M
1037M
1039M
1040M
1041M

attending
doctor
(주치의)
주치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요금체계

1046M
1048M
1051M
1055M
1056M
1057M
1063M
1064M
1038M
1028M
99050
99052
99054

providers
(공급자들)

1042M
1043M

종류
대리인이 특별한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60일
간의 치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때
보험회사의 요청에 주치의가 생활력을 상실했
다는 진단을 내릴 때
물리적 상태나 제한된 기능에 관한 정보를 사
업주에게 제공할 때
휴업신고서 양식을 작성할 때
산재나 직업병에 대하여 진단할 때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불여부를 판단할 때, 진단서와 연구자료 그
리고 X-ray와 관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인
지를 판단할 때
14마일 이상을 여행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용.
물리적 상태에 대하여 진단할 때
자가보험이나 부서, 대표자가 요구할 때 의료
적인 기록들을 복사할 수 있음
직업병 연혁에 대한 세부 보고
추가되는 의료적인 보고서
추가되는 마취제를 허가하는 증명서
부서나 자가 보험사가 요구하는 독립적인 의
료서비스에 대한 검토
마취치료를 허락하는 최초의 증명서
초기 수행할 수 있는 직무분석을 검토
당일 부가적인 직무분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부가적으로 5개까지 직무분석을
할 수 있으며 6개 이상일 때는 1038M의 요금
체계를 따른다)
의료서비스
야간 의료서비스
시간외 의료서비스
보고서를 포함한 바이오피드백에 대한 최초의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바이오피드백에 대한 추가적
평가

단위

요금
(＄)
31.93
31.93
8.99
20.38
8.99
24.45
24.45

1마일

4.08
20.38

1장

0.41
154.01
15.10
15.10
32.60
31.93
31.93
15.96

1시간

17.36
24.80
24.80

1시간 122.23
30분당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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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의 계속
담당자

번호
2050A

척추교정
전문가

2051A
2052A
8907H
8912H
G0151

가정방문
치료
대리인

G0152
G0153
G0156
S9124
8913H

손상에
대한 평가

통역
서비스

1190M
1191M
1192M
1193M
1194M
1195M
9980M
9981M
9987M
1049M

의료
증언과
조서

1050M
1053M
1054M

종류

단위

요금
(＄)

1단계 : 척추 치료 방문(가벼운 치료)
34.56
증상이 2개 이하 / 10∼15분 치료
2단계 : 척추 치료 방문(중간 치료)
44.27
증상이 3∼4개 이하 / 15∼20분 치료
3단계 : 척추 치료 방문(심각한 치료)
53.93
증상이 5개 이상 / 25∼30분치료
RN(registered nurse : 정식 등록된 간호사)의
일당 125.28
가정방문 치료시
RN의 추가 가정방문 치료시
일당 52.68
가정에서 보건세팅을 갖추고 물리치료사가 제
15분 31.32
공하는 서비스(하루 1시간이 한계)
가정에서 보건세팅을 갖추고 직업치료사가 제
15분 32.45
공하는 서비스(하루 1시간이 한계)
가정에서 보건세팅을 갖추고 병리학자가 제공
하는 언어와 말하기 서비스(하루 1시간이 한 15분 32.45
계)
가정에서 보건세팅을 갖추고 가정 도우미가
15분 5.45
제공하는 서비스(하루 1시간이 한계)
지격증을 소지한 간호사가 가정에서 치료
1시간 34.64
독립된 RN간호사가 출장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413.48
자가보험사나 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할 때
의사에 의한 손상 평가(한정된 부분)
211.78
의사에 의한 손상 평가(표준적인 부분)
308.06
의사에 의한 손상 평가(복잡한 부분)
385.06
상담가에 의한 손상 평가(한정된 부분)
211.78
상담가에 의한 손상 평가(표준적인 부분)
308.06
상담가에 의한 손상 평가(복잡한 부분)
385.06
통역서비스(가족, 친구, 의료진, 보건의료진,
15분 14.65
직업공급자는 지불대상에서 제외됨)
기다리는 시간(최대 30분까지 서비스 가능)
15분 14.65
요구된 통역을 문서로 번역하기
15분 14.65
일반 변호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의료증언을
1시간 384.41
승인할 때
추가시
30분 128.14
일반 변호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조서를 승인 초기
320.35
하는 증언을 할 때
1시간
추가시
30분 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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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의 계속
담당자

종류

2130A

최초 방문시 정기적인 검사, 이력, 치료와
보고서 작성

43.18

2131A

최초 방문시 치료를 포함하여 방문을 연장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64.78

자연요법
2132A
내과의사

최초 방문시 치료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
사와 보고서 작성. 사고에 대한 경위도 추
가할 때

86.39

2133A

추가 방문시 평가와 치료를 포함한 정기적
인 방문

34.56

2134A

추가 방문시 위의 것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요구할 때

64.78

1220M
간호사 사
1221M
례관리 서
1222M
비스
1223M

단위

요금
(＄)

번호

전화걸기

6분

8.09

방문

6분

8.09

하례 계획세우기

6분

8.09

출장 및 기다리기

6분

3.98

4) 요금체계
요금체계는 OHS 내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OHS와 같은 요금체계를
갖는다.

사. 직업복귀 프로그램 사례
1) 직업복귀를 위한 통증(Pain)149) 프로그램
모든 서비스의 목적은 직업복귀이므로 직업복귀 프로그램은 어떤 고
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각 서비스에 따르는 응용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되는 통증 프로그램도 궁극적으로 직업복
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떻게 직업복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149) 이하 Pain 프로그램이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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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예시일 뿐이다. 여기서 의뢰된 산재근로자는 통증치료가 필요
한 상태로 진단이 내려졌고 결정에 따라서 통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였
다. 직업복귀 프로그램은 종결되는 시점에서 종결이 가능한지 평가를
내리게 되고 종결로 합의가 될 때 직업복귀를 위한 활동계획(Action
Plan)을 세우게 된다. 진행이 활동계획에 따라 순조로울 때는 직업복귀
로 이어지고,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때는 다시 활동계획을 세우
거나 또는 Pain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Pain 프로그
램의 종결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림 7-6] 직업복귀를 위한 통증 프로그램 체계

Client 의뢰

통증 프로그램
참여결정

관련된 참여자가 모여 회의

통증 프로그램 진행

계약사항을 의정서로 문서화

통증 프로그램 종결 치료의 추이를 통해 합병증 발생
에 대한 예상과 종결의 결과 예상

NO

활동계획
(Action Plan)

치료와 필요한 재활의 진행이
순조로우면 직업복귀 (YES)
직업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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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참여자
통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참여자는 주치의(Attending Physicians :
AP), 프로그램 상담가 (공급자), 개인상담가, 재활상담가(RC), 산업간호
사(Occupational Nurse Consultants : ONC), 보상담당자(Claims Managers : CM) 등이 있다.
나) 통증의 정의
통증 프로그램은 척추통증환자들을 의료적으로 재활시킨다. 치료, 의
료적 감독과 교육, 심리적 치료, 의료와 작업치료, 그리고 직업재활 등
을 치료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양식들과 태도는 심리․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재활과 함께 통증행동의 인지적 관점에 따라 정의된다.
다) 통증 프로그램
통증 프로그램 치료는 6∼10주 정도 시행하며 평가, 치료 그리고 사
후관리 3단계로 나뉘어진다. 치료는 일주일에 5번, 하루 6∼8시간을 받
으며 3∼4주 동안 받으며, 사후관리는 치료 후 4∼6주에 하며 프로그램
에 따라 상태를 체크하거나 치료의 적응정도를 살핀다.
라) 통증 프로그램 이후의 합병증
척추통증은 자주 발생되는 후유증에 의하여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재활에 성공한 근로자는 사회적 관계성에서 정서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치료와 정체감 형성을 돕지 않으면 오랫동안 장
해를 강화시키고 자기 입장을 굳히게 될 것이다.
마) 통증 프로그램의 종료 후 결과
근로자는 만일 자신이 수술 후보자가 아닌 통증프로그램에 보내졌다
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한 가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
통증 호소자들은 6개월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개선이나 직업복
귀가 없다고 불평할 것이다. 둘째, 통증 호소자들은 6개월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개선이나 직업복귀가 없다고 수술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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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정 마취약은 통증치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넷째, 직장으로
복귀하나 척추통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바) 통증 프로그램 종료 후 직업복귀 (Action Plan)
개인상담가와 프로그램 상담가는 통증 프로그램의 종결시점에서 활
동계획을 세우게 된다. 여기서 활동계획은 치료나 관리목적에 청사진을
제공하게 된다. 목적은 유급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상담가와 개인상담가는 근로자의 치료결과에 따라서 활동
계획의 지표를 수정하거나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성공적인 활동
계획의 결과물은 고용 능력을 발견하며, 직업서비스의 이익을 증진시키
는 것을 포함한다. 활동계획은 근로자의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
으로 현재의 최고 신체적 기능에 대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의
정도를 결정하며 활동, 시간의 경계, 책임감은 직업복귀 목적을 성취시
키는 것을 요구한다. 프로그램 상담가는 개인상담가가 인정하고 그것에
동의해야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진다.
활동계획의 평가 보고서들은 모든 부서에 보낸다. 활동계획의 목적은
개인상담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동안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계획의 최종보고서를
AP(치료자)에게 보내면 거기서 재평가와 조언을 한다. AP가 동의하여
최종보고서에 서명을 하면 통증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15일 내에 참가
자와 공급자에게 영수증과 함께 요금이 지급된다. 만일 치료자와 의견
이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되었을 때 개인상담가는 치료자와 접촉하고
행동계획서에 대하여 토의, 수정하며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으로 협의한다.
사) 통증 프로그램 직업복귀 활동계획의 목적
직업복귀 활동계획의 목적은 통증관리 프로그램의 치료와 fllow-up
을 하는 동안 직업서비스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계
획은 직업상담가와 관련 상담가들(개인상담가, AP, ONC) 사이에 논의
를 거쳐 세우게 되며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황 평가와 함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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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직업복귀 활동계획은 필요한 치료와 사후관리의 상황에 따
라 연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아) 직업복귀를 위한 통증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작성하는 양식
다음의 양식은 직업복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는 예시이다.
<표 7-6> 직업복귀를 위한 통증 프로그램의 작성양식
1. 직업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표에 채우라
개입:
근로능력:
사정:
성취계획:
2. 근로자의 묘사
현재 물리적 재능들:
무게(아주 가벼움, 가벼움, 중간, 무거움, 아주 무거움)
위치(서기, 걷기, 앉기)
힘(매달기, 나르기, 누루기, 끌기)
3. 정의
직업복귀의 목적, 어떻게 선택할지를 설명
물리적으로 요구되는 직장의 종류와 리스트
직업복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것들에 대한 정의
4. 정의
직업복귀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취해야 할 활동들, 장애물의 종류도
포함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시간을 짜며, 취해야 할 행동

자) 직업복귀를 위한 통증 프로그램 진행시 주의사항
통증 프로그램에 의한 직업복귀 활동계획은 감독자, 관계된 직업재활
상담가,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통증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된 직업복귀 활동계획은 감독자, 관
계된 직업재활상담가,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종
료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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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프로그램 평가의 완성단계에서 직업복귀 활동계획의 직업적 지
위와 문제들은 문서화해야 하며, 활동계획은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활동계획에서 만일 통증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동안 개인상담가가 포함
되면 합류시킨다. 이러한 지침은 또한 척추통증 치료에 관한 정보에서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 직업복귀를 위한 제안
직업복귀를 위한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위해 직업복귀를 위해 연습할 수 있는 장소와 필요한 도구
들을 준비해야 하며, 양식들은 반드시 이해하기 쉽고 손으로 작성하기
가 편해야 한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패킷에는 일에 대한 분석,
묘사, 활동체크리스트, 의료공급자들에게 자문할 수 있는 질문들, 회사
차원에서 접촉할 수 있는 전화번호, 기타 등등, 모든 조언자 혹은 상해
고용인을 위하여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지정되어 있는 사람
을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한된 신체적 재능을 가진
근로자가 실행할 수 있는 직무들을 평가하고 정의해야 한다. 넷째, 신
체적으로 제한된 근로자에게 할당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는 일이나
직무를 정의해야 한다. 다섯째,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분석하고 창
조적으로 자신의 회사 일을 분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여섯째, 모든
근로자들은 반드시 파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묘사해야 한다. 일
곱째, 가능하면 자신의 근로자가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기를 북돋을 수
있는 지역에서 의료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덟째, 가능하
면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초대하여 자신의 사업을 위한 작
업 아이디어를 갖고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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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사점

지금까지 워싱턴주의 재활서비스의 체계를 알아보고, 재활서비스의
내용과 규정,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워싱턴주의 산재보험내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으로는 첫째,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라는 것과 둘째, 재활서비스 과정은 산재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워싱턴주에서 실시되는 모든 재활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산재근
로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이다. 산재근로자의 가족치료, 자아존중
감 향상 등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틀 안에
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싱턴주의 재활서비스 체계 내에
서 운영되는 심리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과 같은 재활서비스 프
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워
싱턴주의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라는 일
관된 목적을 가지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 워싱턴주의 재활 프로그램은 노동산업부에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
자의 욕구에 따라 다른 체계에 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차용해
서 이용한다. 즉, 워싱턴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재활서비스에 있
어 산재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고객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재활서비스 체계 내에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운영
되고 있는 워싱턴주 의료규정 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그 예
이다. 현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만을 운
영하여 서비스 중복, 과다한 시설투자라는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활의 최종목표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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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재활서비스 체계에 비해, 이러한 운영
체계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워싱턴주의 재활프로그램은 의료재활→직업재활→구체적인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재활프로그램은 기존에
진행된 의료재활, 직업재활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루어진
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노동산업부, 사업주, 의사, 직업재활상담가,
서비스 공급자 등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 재
활서비스의 과정에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긴밀히 협력
ㆍ협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통해 산재근
로자에게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표 7-7> 우리나라와 워싱턴주의 재활프로그램 비교
워싱턴주

우리나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목적

ㆍ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ㆍ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
ㆍ재활사업의 전체 목적/포괄
직업복귀
적
ㆍ구체적이고 명확함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체계

ㆍ의료재활, 직업재활과 ㆍ의료재활, 직업재활과 독립
적으로 운영됨.
연계
ㆍ직업복귀에 필요한 능 ㆍ창업교육, 심리재활 등으로
력배양(직업재활), 치료 이루어짐
(의료재활), 상담(심리
재활) 등으로 이루어짐

ㆍ노동산업부
ㆍ근로복지공단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감독ㆍ관리
운영
사회적응
ㆍ근로복지공단
ㆍ산재근로자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만족
평가
프로그램 운영의
주안점

ㆍ산재근로자의 개별적인 ㆍ재활프로그램에 산재근로자
욕구와 필요성
의 욕구를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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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의 재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
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산업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각각의 공급자들을 관리ㆍ감독하며, OHS는 산재근로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재활
과정이 산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워싱턴주의 재활서비
스 체계 특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 이에 따라 <표 7-7>에서 우리나라와 워싱턴주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
회적응이다. 그러나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은 전체 재활사업
의 목적에 해당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이러한 목적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전체 방향과 사업 추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종합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직업재활ㆍ
의료재활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운영방식은 기존 의료재활에서 프로그램 중복과 과다한 시설투자,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목적을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취업 및 창업이라는 직업복귀로 일관되게 운영
하고, 그 외에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산재재활서비스
이외의 프로그램을 차용하는 워싱턴주의 재활서비스 체계는 이러한 면
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워싱턴주의 재활서비스 체계는 모든 재활서비스의 과
정에서 산재근로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고객중심의 철학에 기
반을 둔 것이다.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산
재근로자를 맞추는 우리나라 사회적응 프로그램과는 달리, 산재근로자
의 개별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차용해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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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의 이러한 철학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과 프로그램 평가
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감독을 위해서는 재활서비스 체계 내의 사회적
응프로그램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목적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산재근로자 욕구 중심
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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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범위 설정

제 1 절 범위설정을 위한 원칙

1. 대상자 요구 중심의 프로그램 방향 설정
사회적응프로그램은 그것의 소비자인 산재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데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consumer)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는 산재근
로자에게 서비스 공급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서비스 제공형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느 재활서비스도 존
재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한 요양중인 자와 치료종
결자가 요구하는 재활서비스 유형은 합병증 예방 및 건강유지(59.4%)
와 구직 및 창업관련 내용(50.5%)이었다. 치료종결된 산재근로자가 요
구하는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형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1996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산재근로자가 희망하는 재활지원
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재활센터 설치(41.5%), 자립작업장 증설
(19.5%), 주거시설 개조지원(12.7%), 직업훈련 투자(10.2%) 순으로 산재
근로자가 원하였고, 김승아(1996)의 연구에서 재활상담 및 진단(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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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18.0%), 특수교육(12.05) 순이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요구도는
생계보장(22.3%), 의료세제혜택(16.8%), 취업보장(11.9%)이었다. 윤조덕
등(2001)의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의 필요성(80.3%)이 가장 높았고, 취업
알선(61.4%), 취업상담(62.9%), 직업훈련(57.9%), 적성검사 및 직업능력
검사(53.9%) 등 재취업관련 재활서비스 순으로 요구하였다. 이현주 등
(2002)의 연구에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34.5%), 생계비 보조의 필
요성(30.2%), 재취업관련 서비스(17.1%)를 요구하였다. 한국노총(2002)
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지원(70.2%), 직업재활상담 및 직업훈련(67.4%)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롯한 선행 연구결과를 종
합해 보면, 산재근로자가 가장 고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크
게 건강과 직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성공적인 사회복귀
를 위하여 요구되는 재활서비스는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한 직업관련 지원인 것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수준에 맞는 합병증 예방프로그램 및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나가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표 8-1>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요구도 선행연구
근로복지공단
(1996)

김승아
(1996)

의료재활

재활치료(1)

직업재활 직업훈련(4)

재활센터(1)
공동작업장(2)

이현주 등
(2002)
재활치료(1)

취업알선(2)
생계비보조(2)
취업상담(3)
상담 및 재활 (1)
재취업(3)
직업훈련(4)
직업능력검사(5)

생활재활 주거시설개조(3) 특수교육(3)
시설확충

윤조덕 등
(2001)

시설보호(2)

주 : ( )안은 순위표시.

한국노총
(2002)

본 조사
(2003)
합병증예방(1)

경제적 지원(1)
재취업(2)
상담 및 훈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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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 재활사업 목표에 부합한 프로그램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 대상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산재보험 재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응프로
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정착을 달성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높이고 평균요양
기간을 단축시켜 요양 및 휴업급여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사
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업의
존속은 의미가 없는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에게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에 알맞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재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영역
이 직업재활관련 분야이다. 직업재활의 중요성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크
게 부각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의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이
상춘․강위영․조인수, 1993).

3. 사회적응프로그램 범위설정의 명확한 설정
사회적응이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화 있는 행동을 통해
주어진 환경과 상호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을 환경에 맞추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사회재활은 사회관계 안에 살아가는 장애인 자신의 전인간적 발달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인간의 가능성 개발을 방해하
는 사회적 장벽이 있다면 그것에 도전하여 장애사회 그 자체의 재구축
(재활)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재활은 장애인 자
신에 대한 적응과 사회 그 자체의 적응에 대한 대책을 의미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사회적응, 사회재활, 사회복귀, 사회통합
(social reintegration), 정상화(normalization), 생활재활(social functioning ability)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본 사회적응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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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사회적응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응프로그램(규정 제2조제1항)이란 재해근로자의 자신감 고취,
스포츠활동, 심리재활 등 사회적응훈련과 창업교육 등 직업재활을 위하
여 근로복지공단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규정 제7조 제1항)은 정신
적․심리적 갈등해소 및 자신감 고취 등 심리재활프로그램, 재해근로자
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창업교육․경영컨설팅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산
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 또는 직장적
응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7개 운영기관이 설정한 사회적
응프로그램의 사업내용은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을 제외한 6개 기관
이 심리재활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 실
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0.0%가 도움된 프로그램 내용은 심리상담
관련 내용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후 실제 변화된 인지나 행동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34.6%만이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었고 19.1%가
취미생활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42.7%가 프로그램 참여
후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취미생활을 기대했던 대상자가 프
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교육과 취미생활 충족이
되었던 참여자의 만족수준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구직 및 창업관련 내용을 보완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당
초 프로그램 계획 당시의 사업목표인 심리재활, 직업재활, 직장적응 프
로그램 목표와 실제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취미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음이 입
증된 셈이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뿐 아니라 대상자들이 재활서비
스에 기대하는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운영규정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
스포츠활동은, 사회복귀정착지원 부분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취
업․창업제고 부분의 재활스포츠비용지원사업에서 시행하고 있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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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프로그램의 성격과 중복되는 사업이다. 또한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창업지원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시행하
고 있으므로 창업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사업내용과 중
복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내용에 심리재활프로그램, 스포츠활동
및 창업․경영컨설팅 사업, 직업적응프로그램 사업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이 포함된 이유는 사회적응이라고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개
념이 포괄적이어서 사회적응을 돕는 데 필요한 사업인 의료재활, 생활
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8-1] 산재보험 재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 내용의 중복성

의료재활 선진화

사회복귀정착지원

심리재활
활성화

스포츠재활비용
지원사업

심리재활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회복귀정착지원
자립점포임대지
원사업확대

직업재활프로
그램(창업․
경영
컨설팅

전직․직장
적응프로그램

따라서 사회적응이라고 하는 산재보험 재활의 최종목적인 성공적인
사회복귀 개념과 혼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정의를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 분야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사
회복귀 정착지원 분야에 해당되고, 이를 위한 직업복귀 및 창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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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단계인 직업적응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재활사업 단위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심리재활프로그램, 스포츠활동 및
창업․경영컨설팅 사업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배제한다면, 사회적응프
로그램의 위탁운영 사업은 직업적응프로그램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사업명을 직업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교육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다.
<표 8-2>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사업명 및 사업범위 개선안
현

안

사회적응프로그램

개선안
직업적응프로그램

․정신적․심리적 갈등해소 및 자신감 고취 등 심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창업)알선
리재활프로그램
․재해근로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창업교육, 경 및 사후지도, 지원고용,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
영컨설팅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계 프로그램
하는 전직 또는 직장적응프로그램

제 2 절 심리재활프로그램의 방향

1. 의의
최근에 산재근로자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산업재해 문
제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산업근로자들의 심리재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업무상 예외 인정기준을 마
련하여 단순한 자해행위가 아닌 자살행위로 추정되는 사망 및 상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
칙 제34조) 그 변화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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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장에서는 산재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행정기관, 심지어
의료인들조차도 신체적인 부상에 대한 처치와 보상 및 재활에만 급급
한 실정이다.
재해로 인한 장해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해 모두 심각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부상 당시부터 정신과적인 개입이 배제된다면 이후 치료 및
재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재해를 입은 이후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심각한 증상이 발생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해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사
고로 인한 충격 이후에는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업무를 계속하
기 힘들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공포와 불안 증상, 가족내 스트레스, 결
혼생활의 갈등 등 광범위한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충격 이
후에 발생하는 정신과적 질환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외상후 스트
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와 급성 스트레스장애
(Acute Stress Disorder : ASD)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

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 악몽이나 충격 장면의 재현
(flashback)현상이 지속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
기 싫어하거나 무감각함을 느끼고(feel numb), 일상적인 생활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 어렵다. 또한 매우 날카로워져 있고,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매우 우울하게 되거나 고통스런 느낌을 갖는 경우 약물 치료 방법의
일환으로 약물이나 술을 남용하기도 하여, 곧 중독이 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외상 후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즉
시 치료적인 개입이 되지 않으면 만성화되어 정신적 고통이 오래 지속
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문
제로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 규모 또한 파악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재해와 관련된 정신과적인 문제 및 산업
재해 현장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산재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정신과적인 개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
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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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에서의 정신과적인 문제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공업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인위재해
(Human-made disaster)가 증가하여 탄광사고나 열차사고 등 사고재해
가 급증하였다. 또한 재해의 규모도 원발사고와 같이 국지적 영향에 끝
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사고도 일어나
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인위재해를
곁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폭
발사고만 해도 <표 8-3>과 같이 거의 매달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다.
<표 8-3> 2003년의 폭발 사고
여수 호남유화공장 폭발

2003. 10

원자력연구소 폭발 1명 사망

2003. 8

산소 용접하다 탱크 폭발

2003. 7

대한정밀화학 탱크폭발 4명 사상

2003. 6

KAIST 실험실서 폭발사고 2명 사상

2003. 5

울산 탱크로리 폭발 2명 사상

2003. 4

여수 LG화학 폭발 1명 사망 2명 부상

2003. 3

울산 SK 유류출하장서 유조차탱크 폭발

2003. 12

이러한 산업재해의 경우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항
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산업장의 사고라고 해도 그 규모나 특성에 따
라 사업장 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많아 대형 사고시에는 그 처리에서 다른 재해
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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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산업재해의 종류와 특징
종류

예

특징

교통수단
재해

항공사고, 열차사고, 선박사 ꠂ 교통 수단의 사고의 경우 다수의
고, 버스사고, 터널사고 등
승객에 피해자가 생겨 사망률과 부
상률이 높아진다(특히 항공기 사
고).
ꠂ 피해자가 사고 후 여러 곳으로 흩
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기 어렵다.
ꠂ 지상의 주민에게도 피해가 있는 경
우도 있다.

건물
화재

숙박시설 화재(호텔, 여관 ꠂ 건물 화재의 경우 대량의 사상자가
등), 대형 주거화재(아파트), 발생할 수 있다.
공공시설 화재(백화점, 상업 ꠂ 열상을 받은 피해자가 나오기 쉽
빌딩, 공공건물 등)
다.
ꠂ 화재 현장이 처참한 경우가 많아
구조관계자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다.

산업시설
사고

공장화재(화학공장), 탄광사 ꠂ 주변주민에게 이차적 영향이 커 많
고, 원자력발전소, 산업폐기 게는 복합재해가 될 수 있다.
물 오염 등
ꠂ 특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재
해에 끼치는 영향은 크고 광범위하
고 장기적이다.
ꠂ 종업원의 피해도 많다.
ꠂ 산업폐기물 오염이라고 하는 공해
에 속하는 현상도 그 정도에 따라
주변주민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2001).

이러한 사고재해 후에 산업 현장에서는 두 가지 부문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는데, 그것은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로부터 직
접적으로 외상성 스트레스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형태
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이다(David 등, 1994). 소방관, 경찰, 인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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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료직 종사자 등의 일부 직업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과 폭력적이거
나 괴기한 장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이기 때문에 급성스트레스 증후
군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Weisaeth
(1989)는 산업장의 폭발과 화재 사고 후 246명의 산재근로자들을 7개월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입은 산재근로
자들의 경우 사고 당시 외상성 충격 이후에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80%나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1988년도
에 발생한 한 주유소(Oil platform) 사고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인 문제를 조사하였다. 그 사고로 167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59명이 생
존하였는데, 사고 1개월 후에 76%, 3개월 후에 97%의 사람이 정신과적
인 증상을 호소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된 사람이 사고 후
3개월째에 73%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도
64%에 이른다고 하였다(Hull et al., 2002).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지 절단의 경우에도 불안, 우울, 분노감 등 광범위한 정서 반응을 보
이며,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Rybarczyk et al.(1995)은 최근 수
지 절단 환자의 30%가 우울증을 보인다고 제시했으며, Grunert et
al.(1988)은 심한 수지 부상환자의 94%가 급성 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관련 증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산업재해로 수지 절단
사고를 입었을 경우 분노감,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 더
심하며, 소송의 문제, 보상 신경증(compensation neurosis), 외상후 스트
레스장애 문제가 관련이 되므로 조기에 중재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고 조기 직업복귀에도 중요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직접적인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도 있었
다. 건설 현장의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들 중 사고 후 1개월에 약
27%, 4개월에는 약 13%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파악되었다(Hu et
al., 2000).
이와 같이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료 목격자
에게도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외상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 근로자들도 높은 빈도의 정신과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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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는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이 일반인구에서는 0.4∼
4.6% 정도라고 할 때, 재난 구조대원은 2∼17%, 구급차 탑승자들은
15∼22%, 소방관은 17∼32%, 응급실 근무자들은 20%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 8-2] 사고재해의 심리적 상태

사고발생

화상, 부상 또는 방사선 피폭 등
신체증상

망연자실
현실감의 상실

급성스트레스장애
(ASD)

혼란

침습적사고/기억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회피증상
각성항진증상

친구, 이웃, 친척의
죽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PTSD)
우울상태

주위의 무이해
치료지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장기화 또는
회복지연

승무원 또는 근로자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2001).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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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47명 면담 환자 중 12명이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파악되었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파악된 환자들은 우울 척도, 불안 척도, 사건충
격 척도 및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여러 항목들의 점수가 높아 정신적인
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최경숙 등, 2002).
[그림 8-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무에 따른 불안 척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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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무에 따른 우울 척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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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무에 따른 사건충격 척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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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무에 따른 SCL-90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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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몇몇 연구에서도 산재근로
자들에게 우울증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옥금희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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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산재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우울증 비교(BDI 점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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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patrick & Resnick(1993)이 사건과 관련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아니고 부상도 입지 않
은 사건을 경험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은 9.1∼14.7%, 생
명을 위협하는 사건 경험 후에는 34.5∼38.6%,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42.9%로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부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 59.2∼65.9%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산업재해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정신과적인 문제는 다른 재해와 유
사하게 나타나지만 산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더 가지고
있다. Mason et al.(2002)에 의하면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자들에 비해 부상 자체는 덜 심각하더라도 법적인 소
송문제가 더 빈번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더 고통을 받
았으며, 정신사회적인 증상과 더불어 직장으로 복귀가 더 안 되는 경향
을 보인다고 하였다. 치료되지 않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우울증, 공
격적 행동,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과 같은 다른 질환과 적응 장애 등
을 동반하여 더욱 파악하기 힘들게 되어, McFarlane(1992)의 주장과 같
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조기 색출과 개입이 적응 장애와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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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산재보험과 정신과적인 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하
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소위 직업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전자에 한해서 즉, 사고성 재해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열거된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1항
에 있는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 35조에는 작업시간 이외의 사고인 경우 즉, 태풍, 홍수, 지진, 눈
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서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산
업재해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고
가 수반하게 되어 재해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보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산업재해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
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체계 내에서
는 신체적인 문제의 치료, 재활 및 보상 외에 중대사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 불안,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정
신과적 문제는 등한시되어 왔는데, 그 이유로 제도상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 산재요양 보상 절차의 문제점
산재요양 및 절차는 최초요양 → 전원요양 → 요양연기 →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이루어진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초요양시 사업주
와 근로자가 확인하고 날인하여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제출하여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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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한 요양 승인을 7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얻게 된다.
대부분의 신체적 부상에 대한 상병은 이 때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초기에는 신체적인 문제위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과적
인 상병을 최초요양으로 승인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정신과적인
상병을 포함해서 요청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
지 아니한 질병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정신과적인 질병
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3∼6개월) 요양승인 절차가 진행되
고, 그 승인도 어렵게 된다. 최초요양 이후 추가 상병이라는 제도가 있
는데, 최초요양시 누락되거나 추가 상병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요양신
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신과 상병의 경우 이에 해당될 경우가 많
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조차 최초요양에서 누락된 경우에
는 요양연기, 장애등급 등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최초요양 신청
서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할 정도로 추가상병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성 재해 이후 정신과 상병
이 산재요양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드물어 환자의 통합적인 치료 및 재
활에 정신과적 문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무지 및 보상 위주의 산재처리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근로자 및 산재관련 업
무담당자 모두 무지한 상태인데, 충격적인 사고 이후에는 직접적인 두
부 외상이 없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과적인
질환이 발생한다는 자각이 부족하다. 또한 산재 이후에 보상문제에만
급급해 있어 상대적으로 장해등급이 낮은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과적인 문제들은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만성화
되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고통증가는 물론, 산업재해 보상비용이라는
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주고, 이후 환자들의 재활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
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리라 예상된다.

278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4.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나타난 문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리재활에 불만이 상
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재근로자는 장기간 병상생활 또는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재활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며,
1998년 이후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자살을 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심
리재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사업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
획이 있는데, 그 중 심리 재활의 목적은 산재 환자들에게 거의 전무한
심리재활을 활성화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재활 의욕을 고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리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은 신
규 인력(임상심리 분석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초기단계에서 심리적 안정의 유도 및 요양 중 야기되는 정신적 황폐화
를 예방하고 특수 재활요법과정으로 연계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2년도에 7개 기관에서 실시된 ‘산재근로자 사회․직업적응 프로그
램’에서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사업내용은 검사 및 상담, 강의, 활동, 치
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었다. 검사는 성격유형검사, 어버이-자
녀 관계검사, 진로검사, 적성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자는 주로 외부인
력으로 대학강사, 상담실장, 사회교육협의회, 재활복지연구소 직원 등이
었다. 시행된 검사의 결과는 대상자별로 심리재활의 중재에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상담은 전문심리 상담을 시행한 곳은 1개 기관이고 그 나머
지 기관은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으로 이루어졌고, 집단상담은 사회복지
사나 사회복지학 교수, 장애인복지관 직업상담원을 초빙하여 이루어졌
으며, 개별상담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외 강의로 자기표
현, 자기성장, 심리안정, 가족대상의 강의가 운영기관장, 상담심리전문
가,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교육협회,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관장, 화가,
문화협회장 등에 의해 실시되었다. 활동은 레크리에이션 및 모임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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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레크리에이션 강사와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었다. 그 외 놀이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사이코
드라마 등 심리치료를 시행한 곳도 2개 기관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꽃꽂이 강사가 담당하였다. 이상과 같이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 프
로그램과 유사한 형태가 많이 도입되어 진행되었고, 산재사고 당시부터
체계적인 정신과적인 개입이 없었던 관계로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되었다. 산재환자의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근로자들보다 우
울 수가 높았다는 보고(김수인 등, 2001)로 보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 없이 지낼 가능성이 많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
받지 않는 환자들 중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최경숙, 2002)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개
념 없이 바로 심리재활 프로그램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산재보험에서 정신과의 개입
가. 정신과적인 문제 관리
1) 고위험군 선별 및 대처
사고 이후 입원 중인 산재환자들 및 보호자들에게 정신과적인 문제
에 대해 교육을 하고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중대재해의 경우
피해자들을 일정기간 현실생활에서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 지역재해의 경우에는 구조대원 및 현장에서 활동한 근
로자들도 심리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개인생활의 문제 또한
심리적인 영향에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 근로자 자신의 피해상황
을 파악하여 생활 재건 등 가능한 원조 및 조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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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고위험군 선별대상
1.
2.
3.
4.
5.

개인적 위협이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
인간에 의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
다른 사람(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부상, 고통, 절단 또는 사망을 목격한 사람
영구적인 장애와 외관의 손상으로 고통받는 사람
참사의 일부분에 대한 비난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표 8-6> 재해 처리에 관련된 근로자의 정신보건 대책 사례
일상적인 대책
여러 가지 수준의 재해를 대비한 훈련 및 연습
복리후생의 충실
팀 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적성을 파악한 후 배치
상담창구의 설치(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일상의
스트레스나 비상사태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
가족에 대한 교육
재해현장에서의 대응
교대체재의 철저
심한 영향을 받은 직원의 파악과 위기개입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 : 정보 수집. 업무에서 배제
업무 내용 및 심리적 영향을 받은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확인
동료의 지지 및 후원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2001).

2)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근로자 당사자,
노동조합, 회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응급구조대, 의료기관, 관련 의학
회(재난의학회, 재난정신의학회 등) 등과 협조적으로 대처하여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한다.
3) 평상시의 훈련 및 예방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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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경찰관, 지휘관, 보건관련 행정부 직원, 응급의료 종사자 등
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재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과
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 및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사업장 보건관리자에게는 사고 후 정
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강관리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위험군에게는 정기검진에서도 정신건강상의 문제의 유무
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 교육 및 훈련
사업장 정신보건 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
및 심신 상태를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
적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재난성 사고와 같은 극심한
상황의 현장에 임했을 때, 그로 인한 정신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
법을 사전에 배우고 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즉, 경험 있는 동료나 상
사와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아두도록
한다. 구체적인 대처법(예: 비참한 시체를 다룰 때 시체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한다. 단순한 물체라고 생각한다. 등)을 알아두면 그 후의 심리적
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높은 현장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 정기진단시 심리적인 문제 고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건강진단시 심리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본인이 스트레스 대처법을 배우는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것을 도입하기 위
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인사 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는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상담창구 개설
재해 이후에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많은 수의 근로자들은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심리증상을 보고할 경우 자신이
심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
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회피경향으로 인한 것
일 수도 있다. 회피경향이란 충격적인 사고를 생각해 내는 장면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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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람 등을 피하는 증상이다. 회피는 한번 경험한 위험에서 몸을 멀
리 하겠다는 본능적 의미가 있고 고민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피증상이 심하면 자기자신의 정신적
인 문제를 부정하고 상담할 기회도 회피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심리
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회피증상의
영향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 영향이 남
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용하기 쉬운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라)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직장마다 그에 적합한 인간관계나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
처법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보고체계나 회의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수도 있다. 동료들과 의사소통의 장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
적일 수 있다.

나. 작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방기법의 예(사례관리자 이용방법)
빠르고도 적절한 치료는 재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의 강도와 경과 기간을 완화시켜 준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생을 예
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 재해 이후에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이다. 조기에 적절한 중재를 하는 것이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
트레스장애 또는 다른 공존하는 정신질환 즉, 우울증, 물질남용, 적응장
애, 가족폭력 등을 최소화하는 비결이다. 조기에 중재하는 방법 중 하
나로 Freeman(2000)이 소개한 사례관리자(case manger)를 이용한 기법
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관리자는 산재근로자 및 치료진과 함께 팀 접
근을 용이하게 하고 치료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
은 재해 이전과 직후에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을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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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발생 이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예방
예방이라는 의미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직업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관, 경찰관, 재해 구조대, 은행의 금
전 출납원, 상점 계산대 직원 등은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 증상의 경험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일하는 사
업장의 사업주나 인사관리 계통 사람들과 고위험 스트레스 요인과 예
방 전략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재해 이전에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예방 기법은 훈련(training)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여, 사
고 상황에서 근로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정 형태의 스트레스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재해는 무작
위로 발생하지만, 특정 사고는 특정 직업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그에 맞는 훈련 교본을 만들어 작업관련 스트레스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2) 재해 직후 : 조기 중재
사고 후 1∼3시간 소요하면서 시행한다. 재해 직후의 조기 중재의 형
태는 사고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가 많은 작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미국의 경우 사례관리자나 다른 보건관리자들은
CISD(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최초 디브리핑은 사고 이후 24∼72시간 내에 시행한다. 뒤이어서 정신
과적인 증상을 보고하거나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근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중재를 시행한다.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의 훈련된 임상심리
사가 CISD를 시행한다. 흔히, 동료 근로자 후원 조직도 이용 가능한 방
법이다.
3) 재해 이후: 급성 스트레스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파악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관리자들은 급성 또는 만성적인 외상에 노
출된 이후에 무엇이 뒤따르는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비적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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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자신이
심리적으로 나약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데 주저한다. 따라서 사례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들은 급성 스
트레스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
어야 한다. 또한 많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비슷
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기 이전에 반
드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한다. 가장 자주 하는 오진은 불안이나 우
울이 동반된 적응장애이다. DSM-IV에 의하면,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극심한 사고가 아닌 덜 심한 스트레스(즉 퇴직, 이혼)가 적응장애
와 관련되어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통상적인 치료 및 중재가 필
요하지 않다.
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와 가능한 장애 상태를 예방하도록 고안
된 특별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약물치료도 포함한다. 또한 스트레스 예방 훈련(stress
inoculation training : SIT)도 시행해 볼 수 있다.
5) 작업복귀에 대한 고려
상황에 따라 재해 이후에 근로자 당사자의 업무능력을 수정하고 작
업 형태를 수정해서 복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6. 산재근로자 재활에서의 정신과적 개입 및 제언
의료재활 선진화의 심리재활 활성화 사업과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의료재활분야에 속하는가, 아니면 사
회복귀 정착지원 분야에 속하는가?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심리적 부적
응 환자의 경우 요양 초기부터 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에 의한 선별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적 문제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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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된 대상자에 한해서 지역사회 지지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의
뢰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임상진단이 없는 산재근로자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심리재활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현재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정신과적인 개입이 없는 상황이므로 심리재활 프로그램
은 의료재활 선진화 부분에서 대상자 스크린이 먼저 이루어진 후 전문
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심리지지체계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8-7> 사회적응프로그램에서 심리재활프로그램 적용시기
요 양

종 결

의료기관

지역사회

대상자 발굴(진단)

치료

사후관리(심리재활 프로그램)

현 안

×

×

○(불특정 산재근로자 모집)

개선안

○

○

의뢰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방치하면 점점
만성적인 장애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
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방과 사고 직후 조기 중재를 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산재사고와 관련되어 정신과적
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로 재활을 거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산재근로자의 심리재활을 시행한다는 것은 그 환자의 심리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이 된 뒤에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는 치료를, 심리적 지지체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지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즉, 산재가 발생한 직후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
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치료한 이후에 지역사회의 재활로 연계되어야
하며, 재활 단계에서도 정신과적인 문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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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치료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정신 건
강이 유지되면, 신체장애에 대한 재활이 더 용이하게 되고, 재해환자들
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계된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뒤이어 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방향

1. 직업적응의 개념
직업적응이란 개인이 작업환경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성취하려
는 지속적, 활동적인 것을 말한다(Dawis & Lofquist, 1984). 이는 직업
의 의미, 가치, 요구를 학습하고 태도, 성격, 작업활동 등을 수정 혹은
개발하여 직업발달의 낙관적인 수준을 성취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
능이며, 직업준비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직업적응은 특수적 의미와 일반적 의미
를 갖는다(한태림, 1992). 특수적 의미의 직업은 신체적 참을성, 능력개
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의 획득, 부적절한 행위의 변화 등을 통해 직업
적 잠재력이나 직업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치료과정을 의미
하며, 이런 의미의 적응은 취업에 대비하여 준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전
통적인 워크숍에서 취해지는 직업치료 등이다.
Wright(1980)는 직업적응의 욕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첫째, 청년기에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데 실패한 경우, 둘째,
장애로 인해 상실한 기술의 회복요구, 셋째, 실제적인 행동의 수정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직업을 바꾸고자 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Tiffany는 직업상의 장애(Vocationally handicapped)를 가진 사
람의 비교 연구에서 미취업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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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경우에 직업적응훈련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① 부정적인 자기인식,
②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다고 믿으며, 따라
서 다른 사람을 숭배하거나 모방하려 한다. ③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싫어한다. ④ 자신을 애정이 있는 사람 혹은 남
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⑤ 자신과 다른 사람
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
일반적 의미의 직업적응은 이러한 특수적 의미와는 달리 노동경력
혹은 전체적인 직업 생활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러한 의미의 직업적응은 직장에서의 적응(Vocational Adjustment)을 의
미한다.
Dawis(1984)는 직업적응이 “근로자의 능력과 선취권, 직무상의 요구,
업무로부터 주어지는 보상간의 일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직업적응은 개인과 그의 작업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이는
두가지 개념, 즉 [Satisfaction]과 [satisfactoriness]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satisfactoriness]는 과제 수행의 질과 양 혹은 과제수행
의 결과라고 하는 견지에서 주로 개인의 작업 행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작업환경이 요하는 능력 요건과의 일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atisfaction]은 작업환경 내에서의 자극적인 조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환경이 그의 행위에 어
느 정도 보상을 주었는가를 개인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
의 욕구와 작업환경의 보상 시스템 간의 일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직업적응은 근로자의 능력과 선취군, 직무상의 요구, 업무로부터 주
어지는 보상간의 일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직업적응을 개인과 그
의 작업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Dawis, 1976). 또한 직
업적응은 작업인성(자아개념, 직무동기 등), 작업숙련도(작업습관, 업무
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술, 작업과 관련된 상호 개인적
기술), 그리고 적절하고 구체화된 작업목표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Hershenson, 1981).
노길명(1972)은 공업 근로자의 직장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적응
이란 근로자가 주어진 작업환경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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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① 개인적
욕구 ② 인간관계 ③ 역할기대 ④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부연하면 첫째, 직장적응에는 개인의 욕구
충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속집단 또는 조직에서 적응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 욕구라 함은 그 직장성
원이 직장에 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제 욕구
를 포함한다.
둘째, 인간관계로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
로 하고 있는 이상, 개인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서는 집단에
서 적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역할기대로서 집단은 자체의 존속과 목표달성을 위해 기대, 욕
구, 지시사항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 규제로써 주어진 각종
의 역할 기대나 규범을 집단성원이 자기 퍼스낼리티 내에 동화시키지
못할 경우 적응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생활로서 개인의 직업적응은 직장이라는 제한된 집단
만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장을 둘러싼 지역사회 생활
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사회 속에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적
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과 작업환경 내의 개인이란 측면에서 개인적 욕
구, 인간관계, 역할기대 외에 지역생활 측면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환경과 작업환경 내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적응
을 개인적 욕구, 인간관계, 역할기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응이란 “근로자가 주어진 작업환경 내에
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원활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 나
가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개인적 욕구, 인간관계, 역할기대의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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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적응훈련
장애인의 적응훈련이란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의미한다.
직업적응훈련이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이 훈련은 직업재
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것이다(유수현, 1995).
직업적응훈련은 특정의 직업을 위한 직업훈련과는 달리 직업인으로서
의 기본적인 훈련이나 작업습관의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나윤정, 1998). 직업적응훈련은 장애인에게 해당 직업영역에서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초능력과 태도를 배양시키며 직업적 역할수행
을 방해하는 문제요소를 해결하거나 수정․보완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직업적응훈련의 목적은 장애인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장애
를 수용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바른 자각을 갖게 하는 데 있으며, 직
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기본적 기술과
기능을 수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적응훈련은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과 직업생활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 기술 및 기
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
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유수현, 1995).
조인수(1995)의 분류에 의하면 직업적응훈련에는 인성적응훈련과 직
업전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인성적응훈련은 신뢰성, 타인에 대한 책
임성, 인내력, 일과성, 시간관념 등을 숙지하는 것을 말하며, 직업전 훈
련은 직업기술의 훈련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이 과정은 직업상 긍정적
인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수정의 접근으
로 개인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한태림(1992)은 장애인 직업훈련에는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과 직업적응훈련(Work Adjustment Training)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
다. 직업훈련이 특정한 직업종목의 기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인 데 비
하여 직업적응훈련은 직업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서 직업적응훈련을 직업습관훈련(Work-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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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직업준비훈련(Work-readiness),

또는 직업강화훈련(Work

hardening training), 혹은 직업전훈련(Pre-vocational training)으로 지
칭하기도 한다.
직업적응훈련은 장애인이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문제시되는 요소를 해결하거나 수정․보완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환경
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직업적응훈련은 장애로 인한 복합적인 심리,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직업기능상의 부정적인 특성을 제
거하거나 극복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으로서, 원만한 직업적응을 통
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는 직업재활과정이다.
직업적응훈련이라는 용어는 직업준비훈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로서의 기초능력과 태도를 길
러서 특정직종의 훈련에 기초가 되는 경험을 얻는다”고 하였다. 즉 직
업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지도하여 원
만한 직업생활을 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
장에서 실시하는 현장적응훈련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OJT(On-the-Job Training)이며, 이 경우에는 실무에 적응하는 훈
련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에도 불구하고 직업
적응훈련이 가지는 분명한 의미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길러서 특정 직업훈련을 받는 데 기초가
되는 경험을 주거나 또는 직업현장에 원만히 적응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직업생활기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직업재활의 성공요인
산재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은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사회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미치는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안전과 자기확
신감, 수용감, 가치감, 바람직한 신분의 부여가 빈번히 자신의 직업이나
어디에서 일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직업재활에
있어서 재활된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는 이러한 심리적 보
상체계들 때문이다.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제8장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범위 설정 291

같은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가. 욕구 파악의 중요성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평가가 중요하다.
직업평가는 장애인 잠재력의 발견과 직업탐색에 초점을 두고 직업개
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자기탐구, 직업적 안목의 육성, 자기개발을 촉진시키는 매체로 활용되
어야 한다. 직업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과 산재근로자들의 직장복귀
요인들을 접목시킬 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을 가능하게 한다.
산재근로자의 욕구 파악을 고려할 때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이
달엽, 1999, pp. 92∼93).
① 장애서비스 체계
기업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의해 재정이 충당된다는 측면에서 산재근
로자에 대한 보상, 재활프로그램은 다른 사회보험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산재근로자의 재활프로그램, 민간영역의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
계, 경제적․정치적 인센티브 등은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② 노동시장 조건
노동시장의 유입과 방출 방식이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복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약한 노동시장 조건, 장애인을 유인하고 거부하는 시
장조건, 장애연금의 효과와 노동력의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친다.
③ 사업주 정책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복직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
지만, 산재근로자를 노동력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관리와 재활
프로그램과 같이 특별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프로그램, 장애관리 프로그램, 인적자원 개발전략, 사업주의 인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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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고려, 자원의 범위, 근로자 원조프로그램, 신뢰와 믿음, 사
례관리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④ 직업재활서비스의 역할
평가체계, 의료적 특징, 회사의 의무, 조기중재 노력, 조기고용, 사회
적 관계망과 통합의 유지, 이전의 사회적․직업적 활동 참여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친다.
⑤ 근로자 특성
산재근로자의 성별, 연령, 자부심, 결혼상태, 직업, 교육정도, 장애유
형, 장애정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⑥ 사회적 강화제
수입, 보험금, 부수적 소득, 중요한 타인, 가족과 동료의 태도와 역할,
사회적 상황, 사회적 강화제, 전문가 등이 재활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여섯 가지 요인들은 사실상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가능성 전
체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직업재활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영역들이다.

4.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르는 기술 및 숙련 인력의 확보는
과거의 단순한 노동이나 기능인력의 확보에 비해 상당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Sands & Radin, 1978). 선진국에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해 대학교육과 같은 공식적 교육(formal education)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은 다시 일반적인 직업기능 훈련(vocational skills training)과 직업적응
훈련(vocational adjustment training)으로 나눌 수 있지만, 직업기능 훈
련은 일반적으로 직업재활 전문과정의 직접서비스 대상은 아니다.
직접적인 직업기술(specific vocational skills)을 연마하도록 하는 직
업기능 훈련과는 달리, 직업적응 훈련은 일반적으로 고용에 필요한 근
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기술을 가지지 못한 개인이, 장애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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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 최대한 근로자 자질과 기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적응 훈련을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자원은 아직 충
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에
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활서비스들 중의 하나이다
(이달엽, 1997). 직업적응 훈련은 직업기능 훈련과는 달리 직업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의 개발과 신변처리 능력 및 교통수단의 이용방
법을 포함하는 장애인의 직업유지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전문적
활동이다.
직업기능 훈련이 특정한 직업 종목의 기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인
데 비하여 직업적응 훈련은 직업준비 과정을 포함하는, 유능한 직업인
이 되기 위한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직업적응은 특수적 의미와 일반적 의미를 갖
는다.
특수적 의미의 직업적응은 도구적 일상생활기술(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개발, 신체적 내인성, 능력개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의 획득, 부적절한 행위의 변화 등을 통해 개인의 직업적 잠재력이
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상담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 의미
의 직업적응은 이러한 특수적 의미와는 달리 노동경력 혹은 전체적인
직업생활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의 직업적응은 직장에
서의 적응(vocational adjustment)을 의미한다. 그러나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수동적인 의미로 인해 최근에는 occupational reintegration의 용어
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Baril, Berthelette, & Massicotte, 2003).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이 특히 퇴원 후 직업재활을 방
해하며, 많은 장애인들은 그들 장애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로서의
정서적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직업적응 훈련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는 자연적 환경 속의 실제이든지 보호작업장 환경 내의 모의직업이든
지 간에 일, 작업이다. 이들의 직업재활은 직업환경에서 나타나는 장애
의 영향, 잔여 기능, 지역사회 자원, 구체적 상담기술, 장애인의 장점에
대한 사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규에는 직업적응 훈련을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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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심리학적 측면에서
직업적응은 근로자가 주어진 작업환경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서 원활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으로 개인적 욕구,
인간관계, 역할기대,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
의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직업적응 훈련은 고용에 본질적 제한점들을
지니는 장애인이 직장을 가지거나 직업배치를 통해서든 혹은 지원고용
을 통해서든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직
업을 갖게 된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
는 제반 서비스와 노력의 총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을 포함한다.
① 개인적 욕구
직업적응에는 개인의 욕구충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속집단 또
는 직장에서의 적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
인적 욕구라 함은 그 직장성원이 직장에 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제반 욕구를 포함한다.
② 인간관계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개인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서는 직장에서 적응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다.
③ 역할기대
집단은 자체의 존속과 목표 달성을 위해 기대, 욕구, 지시사항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 규제로써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기대나 규
범을 집단 성원이 자기 퍼스낼리티 내에 동화시키지 못할 경우 적응하
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④ 지역사회 생활
개인의 직업적응은 직장이라는 제한된 부분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장을 둘러싼 환경, 즉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면 원만한 직업생활의 유지는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응 훈
련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는 ㉠ 진로계획 및 의사결정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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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및 직업정보 ㉢ 직업 습득 및 보유기술 ㉣ 진로 성취를 위한 태도
및 인식 통찰 ㉤ 인간관계기술 ㉥ 진로성취를 위한 자기 탐구 및 평가
㉦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훈련 ㉧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 교육 및 진로교육 관계를 들 수 있다.
직업적응은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작업태도를 키
우고 노동시장에 대비시키기 위해 직업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이용하
는 복잡한 과정이다. 초기의 재활전문가들은 사회에서의 생존기술을 가
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목표로 생각하였다. 장애인들로 하
여금 작업상황에서 그들의 능력을 개선하게 하고, 장애로 인한 한계점
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내담자에
게는 경쟁고용(competitive employment)을 의미하며, 또 다른 내담자에
게 있어서 이러한 목적은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혹은 작업활
동(work activity)을 의미한다.
결국, 직업적응 훈련은 근로자로서 필요한, 모든 직업영역의 공통적
인 기초능력과 태도를 길러 특정 직종의 훈련에 들어간 경우에도 각종
직업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자로서의 자격, 즉 인내심, 노
동습관, 기초지식, 직업인으로서의 차림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역할
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원
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확신, 자
기통제, 업무지구력, 대인관계에서의 기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근로
자로서의 태도와 자세 등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요소들과
더불어 그들이 일상적인 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
는 데 그 초점을 둔다. 나아가, 장애인의 경우 구직이나 입직의 문제보
다는 직업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는 직업재활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
인 차원의 적응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Pruit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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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 적응
사교적 모임, 가족 모임, 그리고 오락 모임과 같이 다양한 장면 속에
서 하나의 효과적인 집단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개인을 원조할 수 있는
기술들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② 개인적 적응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각되는 개인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이미지에
기여하는 외모, 건강, 개인의 매너리즘, 그리고 행동문제들의 해결을 위
해 노력하는 것이다.
③ 지역사회 적응
지역사회 적응은 교통, 금전관리, 쇼핑, 지역사회자원의 이용과 같은
개인이 지역사회생활의 시작이나 재개에 수반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
해 노력하는 것이다.
흔히 직업적응은 근로자가 주어진 작업환경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
시키면서 원활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것
은 ① 개인적 욕구, ② 인간관계, ③ 역할기대, ④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로 정의하기도 한다.
① 개인적 욕구
직업적응에는 개인의 욕구충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속집단 또
는 조직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
적 욕구라 함은 그 직장구성원이 직장에 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제 욕구를 포함한다.
② 인간관계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개인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서는 집단에서 적응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다.
③ 역할기대
집단은 자체의 존속과 목표 달성을 위해 기대, 욕구, 지시사항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규제로써 주어진 각종의 역할기대나 규범을
집단성원이 자기 퍼스낼리티 내에 동화시키지 못할 경우 적응이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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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이다.
④ 지역사회생활
개인의 직업적응은 직장이라는 제한된 부분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장을 둘러싼 환경인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사회 속의 지역사회인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업적응 훈련의 목적은 실제적인 작업상황에서 장애인 능력을 개발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특성상 지역사회나 가정
등의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직업적응은 신체적 인내성
과 능력개발, 부적절한 행동 변화와 새로운 경험과 정보의 획득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치료
(work therapy)의 개념을 내포한다. 즉, 직업적응 훈련은 직업기능 훈
련과는 달리 직업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의 개발과 신변처리 능
력과 교통수단의 이용방법을 포함하는 직업유지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전문적 활동이다(Cull & Hardy, 1973).
산재장애인은 최대한 직업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적 능력
개발, 태도, 개인의 생각, 직업행동들을 개발․수정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와 욕구 그리고 개인을 돕기 위한 개별, 집단상담 혹은 직업관련
활동들을 이용한다. 산재근로자 직업적응 훈련은 체계적 지도 및 훈련
의 과정이 측정 가능한 방법 속에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개발에 따
른 기능적 수준을 성취하기 위한 개념, 행동, 기능의 획득을 통해 자신
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적,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재활서
비스이다.
산재근로자 직업적응 훈련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적합한 작
업행동과 작업습관, 작업 내구력과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회행
동, 그리고 개인적인 패턴의 평가를 요구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이해는 ① 재활전문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② 내담자에 대한 정확
한 서비스의 적용 ③ 시설스텝의 훈련과 적절한 선택 ④ 직업평가와
직업적응 서비스를 위한 현실적인 요금 결정들이다.
이처럼 직업적응 훈련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두 가지 이유는 직업
평가와 직업적응 서비스의 분화성과 유사성의 명시를 요구한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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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습관, 태도, 직업적응 훈련과 상담은 직장 안에서 자신의 직무에서
필요한 행동과 같이 진로평가와 직업적응은 장애를 지닌 내담자의 진
로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작용한다.
어떤 측면에서 직업적응은 직업재활 과정의 완성이자 마지막 단계이
다. 직업적응 훈련은 개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업환경과 작업환
경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이 서로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습득된 기술과 직업인으로서의 여러 자질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되어 성공적으로 취업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적응 훈련은 고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로자의 기술을 가지지 못
한 개인에게 필수적이다. 더욱이, 성공적 고용을 위한 대인관계, 직업기
술과 조건들에 초점을 두며, 직업선택, 직업의 요구조건, 근로자의 요건,
여가시간의 이용,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기술, 부적절한 직업습관 등의
문제로 인해 전통적인 기존의 재활방법이 잘 기능하지 않는 중증장애
인들에게 보다 적절하다(Cull & Hardy, 1973).
개별, 집단상담 혹은 직업관련 활동들은 내담자가 최대한의 직업적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능적 능력, 태도, 생각, 직업 행동들을
개발, 수정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와 욕구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
는 과정으로 이용한다. 이것은 체계적 지도 및 훈련의 과정을 통해 장
애인이 측정 가능한 방법 속에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개발에 따른
기능적 수준을 성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개념, 행동, 기능을 획득하
도록 하여 자신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적․체계적․개
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그들의 직업수행 능력과 직업관련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체계적, 계획적 과정으로 직업관
련 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지역사회 적응행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장
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준비하도록 하고 직업적 태도형성과 행동수정을
위해 직업의 심리․사회적 요소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매우 복잡한 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신뢰할 만하고 책임 있는 내담자 행동개발, 기초 몸차림, 그리고 잠
재적 근로자로서의 자아개념 개발, 성공적 고용을 위한 대인관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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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업기술과 조건들에 초점을 두는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력과 기능적 능력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그
대상자는 직업장 면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닌 중증장애인이 된다(이달엽, 1997).

5.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산재근로자들의 직업적응에 미치는 요소들은 가족, 작업동료, 사업주,
그리고 기타 다른 전문가의 네 가지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① 가족
기본적으로 가족은 그 성원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
달,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집
단이다. 가족들은 체계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 내의 어떤 중요한 사
건이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순기능을 하기도 하
며, 반대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며, 사
회적 기대가 개인에게 전달되는 통로이고 개인 사회화의 일차 단위가
된다.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부모는 장애인 개인의 모든 측면에 큰 영향
을 끼친다. 부모는 외부에서 배운 교육적 효과를 가정 내에서 유지시키
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화를 도울 수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 가족은 피고용 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자이며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지지․옹호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출퇴근 지도와
같은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위이다.
② 작업동료
작업동료는 첫째, 장애인과 근접한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둘째, 장애
인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셋째, 장애인과 같은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작업동료들의 관찰자 역할은 관찰을 근거로 재활개입의 목표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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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관찰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재활전문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 하는 관찰자의 편견과 목표행동 규정을 부정확하게 함으로써 나타
나는 관찰자 표류의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동
료는 늘 장애인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찰을 통한
자료의 수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사업주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
와의 접촉을 통해 신뢰와 존경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활전
문가가 사업주의 견해와 기대를 가치있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
주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긍정적
인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와의 접촉빈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접촉빈도를 적절히 유
지해야만 사업주들이 제공받고 있는 지원의 수준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지, 장애인 피고용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를 파악해 그 부분
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
④ 기타 전문가들
장애인 피고용자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전문가들은 사례관리자, 거주
지 제공자, 다른 개인적 지지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6.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개인적 특성, 질
병의 심각성, 재활프로그램, 사업장 특성, 장애관리 프로그램, 사회적
요인의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직장복
귀의 시기를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8-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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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구

분

연장시키는 것

단축시키는 것

개인적 특성

연령 증가, 여성, 독신, 다른 가
족이 수입이 있음, 교육, 경제적
생계를 책임져야 함
수준이 낮음, 건강염려증, 히스
자신의 의학적 상태를 이해한 사람
테리, 불안장애, 우울증의 과거
력, 나쁜 건강상태

질병의
심각성

심한 재해, 보상대상이 되는 질
재해가 보다 심각하지 않거나 장애
병이나 재해, 통증이 심하거나
로 인해 기대되는 이차적 이득을 희
다른 곳으로의 방사, 오랜 기간
소
의 이직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직장에 대한 논
재활 프로그 재활프로그램의 부재와 부적절한 의, 의학적 사례에 따른 관리, 의사
의 복귀 권유, 다양한 직업재활서비
램
중재
스, 도우미 채용

사업장 특성

높은 육체적 정신적 요구량, 반
복작업, 불편한 자세, 장시간 고
정된 자세의 작업, 연장 근무,
상사의 도움
건축노동, 업무스트레스, 시간
휴식 및 업무시간 조정 가능함
쪼들림, 교대 및 야간 작업, 단
순작업, 반복작업, 업무에 대한
불만족

장애관리
프로그램

작업환경 개선․인간공학적 고려, 편
장애관리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의시설, 의학적 사례관리가 유용함
못함
재해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함

사회적 요인

산재로 인한 소송
산재 보상 제도의 복잡함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이 높음

임금 외 이익이 많은 직장

7. 산재근로자의 직업적응 과정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직업평가, 재활상담, 직업적응 훈련, 직업교육
및 훈련, 진로상담, 취업알선 및 직업개발, 사후지도 및 취업배치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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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 방식의 직업재
활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배치, 사후지도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를 고려한 개별상담, 중재, 평가와 더불어 또 다른 구체
적 직업재활 기법으로는 ①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② 직업
재활공학(vocation rehabilitation engineering), ③ 직무시행(job tryout), ④ 직업준비훈련(pre-vocational training), ⑤ 직업조정(job accommodation)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이달엽, 2001).
[그림 8-8] 직업재활과정 흐름도
의 뢰

초기면접

직업평가
전이기술 분석, 직업-개인 적합성 분석, 배경정보, 직업적성, 학습형태, 직업
기술, 근로자형태선호도, 근로자 특성, 직업흥미

개별고용계획서
(IPE)

재활서비스
상담, 훈련, 회복, 지원고용
직업개발/배치, 재활공학/수정

재활성공
(종결)

사후지도
자료 : 조성열(2001), p. 32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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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근로자는 각종 장애인정책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
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유용한 직업기술의 발견, 직업세계와
의 연결, 구직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
은 모든 사업주들이 부정적인 근로자들보다는 열정적이고 쾌활한 근로
자를 선호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다.
1) 직업상담
직업상담은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이다. 초기에
는 심리치료적 성격의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장
애인의 직업재활에 가장 큰 장벽으로 나타나는 것이 장애인 본인의 심
리적 요소이다.
1991년과 2001년 사이 Missouri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DVR)으로부터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은 외상성 뇌손상환자 220
명의 직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들에 관한 연구(Johnstone,
Vessell, Bounds, Hoskins, & Sherman, 2003)에서는 현직훈련(on-thejob training: OJT)과 상담지도서비스가 가장 가치있는 서비스로 나타
났다. 칼 로저스는 사람이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본인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에서 오는 불일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따라서 장애
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불
일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여기에 비추어 보면, 경증의 장애인이
중증의 장애인보다 더 큰 장애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이는 이러한 불
일치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변경희, 2001).
부정(denial)과 왜곡(distortion)의 방어기제와 관련하여 장애로 인해
자아감이 상처를 받는다고 느껴질 경우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현실
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자아감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 상
황은 중도 장애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애인에게 흔히 사용되는
방어기제로서 때로는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변
경희, 2001).
한편, 행동치료이론은 장애가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 장애로 인하여 새로운 행동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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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야 한다. 즉, 신체장애로 인해 유동성 문제, 자기관리 방법, 그리고
언어소통 수단 등을 다시 학습하고 새롭게 적응해야 하기에 갈등이 있
다는 것이다. ②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이전의 생활스타일이나 신체적
기능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③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는 장애의 특성인 잦은
감정 기복과 분노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상담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목
표지향적이며, 직업재활상담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변경희, 2001). 또 직업재활상담사는 이러한 심리적 과정
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심리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진로개발 상황에 관련하여서는 미네소타 직업적응이론을 응용한 기법
들을 충실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재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취업정보개발과 전략개발에
충실해야 한다. 정보탐색 활동과 정보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재활
서비스의 계획을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재활
분야의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체계적인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종
종 직업재활 과정은 직업배치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에 지나치게 집중
되었고 직업배치 이전에 오랜 기간 다루어져야 할 필수 활동들은 간과
해 왔다.
2) 직업평가
이론적으로,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장애인은 먼저 직업평가
프로그램을 거치며, 이 결과에는 직업배치나 훈련을 위한 추천들이 포
함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들과 직업 영역들을 포함해야 한다.
상황적 평가 프로그램에서 평가될 때 추천내용은 작업표본평가 결과,
심리측정검사 점수, 행동관찰과 혹은 생산성 수행 수준에 의하여 문서
화되어야 한다. 직업평가는 작업기술, 작업수행의 판별 혹은 작업관련
문제들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독립생활기술, 지역사회 이동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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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회적 기술에 대한 영역도 포함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평가는 전통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직업
재활 전문가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되며, 평가상으로는 기능상의 제한
점들만을 부각시킬 때 사람들은 부정적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개별 장애인의 산재등급을 직업적 장애등급으로 재분류하려는 노력과
직업탐색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에서는 직업평
가 단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러한 경우 직업평가는 환자 스스로 직장
복귀가 어렵다는 개념을 생성하기 이전에 직업적 가능성들에 대한 고
려를 촉진시키기 위해 계획되어야 한다(Sawyer, Saxon, & Mitchell,
1984).
산재근로자들의 직업평가는 특히 직업기능상의 신체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된다. 미국에서도 재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진폐증, 면폐증, 중피종
(mesothelioma)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상태(disablement)가 14% 이
상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수당(disablement benefit)을 받지 못하
도록 하는 규정을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영역에서도 변경하였다(Ennals,
1991).
工蕂(1997)는 신체자세가 주시행동에 영향을 부여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시사하여 발달시각 평가검사를 실시할 때에, 자세를 취하는 법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데에 유의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신체
평가에 있어 협응성과 같은 운동능력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松浦,
1981). 심리적 평가는 재활계획 수립과 개발에 있어서 장애인의 개인적,
정서적 욕구를 통합하는 데 이용되며, 지역사회 자원과 같은 외부 지지
체계는 교통수단, 사회서비스, 고용관련 지원에 따른 정보를 통해 재활
전문가와 장애인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된다.
나아가 직업준비도 평가, 고용가능성 평가, 직업배치가능성 평가방법
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직업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자
특성인 전이기술(transferable skills)은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초기평가
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이기술 척도(the Transferable
Skills Profiles)는 초기에 산재근로자의 잔존 직업능력과 사고로 인해
초래된 직업적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심리 과정에서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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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Saxon & Spitznagel, 1995). 환자들에 대한 초기진단 면접에
장애인에 관해 심도 있는 직업력이 분석되고 여기서 얻은 정보들은 의
료기록과 함께 장애인의 전이기술과 능력(skills and abilities: S&A) 프
로파일의 작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Saxon & Spitznagel, 1995).
직업평가 단계에서도 직업정보책자들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취미, 여
가활동, 자원봉사기록, 일상생활에서의 특기사항, 부업활동들이 탐구되
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직업목록들이 만들어진다. 고려된 몇 개의 직
업들에 관해서는 직업사전과 진로탐구책자(Guide for Occupational
Exploration: GOE)를 통해 필요한 직무와 기술들을 결정하고 나아가
S&A 프로파일과 비교된다(Saxon & Spitznagel, 1995). 지역사회의 노
동시장과 구체적 직업은행의 활용에 사용되는 전이기술 척도의 구체적
프로파일 내용과 구조는 <표 8-9>와 같다(Saxon & Spitznagel, 1995).
<표 8-9> 전이기술 척도 프로파일
영역

척도 사례

1. 기술과 능력

①
②
③
④

업무 지시이행 수준
반복작업 숙련도
과제 수행 능력
작업의 질적 수준 유지 능력

2. DPT 수준

① 자료: 비교
② 사람 : 지시 수용-원조
③ 사물 : 운행-조작

3. 일반교육 수준

① 2 수준의 사고 발달
② 1 수준의 수학적 발달
③ 1 수준의 언어 발달

4. 신체 활동 수준

① 좌식 작업수준의 육체적 활동
② 손의 뻗기, 촉각, 이용

직업평가를 통해 탐구되어야 할 산재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영역은 다
음과 같다(Vandergood & Worrall, 1979). ① 교육적 기술, ② 생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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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립생활 기술, ④ 구직기술을 포함하는 자기관리 기술, ⑤ 진로개
발에 관한 지식.
나아가 산재근로자의 직업적 장애분류 방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은 McCarron-Dial 평가체계(MaCarron-Dial Vocational Evaluation
System : MDS)이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직업적 수준과 독립생활 수
준이 결정될 수 있다.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기능적 수준에 따라 분류
되어 낮은 프로그램 수준, 일상활동이나 기본 기술훈련, 전이 혹은 지
역사회 배치단계의 상이한 프로그램 수준은 개인의 기능적인 기술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표 8-10> 점수범위별 독립생활 프로그램 수준
표준점수 범위

수 준 / 정 의

25.∼44.4

Institutional/완전 보호
24시간보호와 감독과 의료적/양육보호를 필요로 한다. 장애
인이 거의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중재의 수준은 장애
를 지닌 집단 중 1% 이하의 장애인 집단에게 필요로 한다

44.5∼59.4

Intermediate/부분적인 보호
현장 직원의 24시간동안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
들은 독립생활수준에 주간생활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감독과 훈련은 구조화된 환경을 필요로 하나 지원은
합숙하거나 수시로 드나드는 직원에 의해 최소한의 중재로
보호욕구는 점점 더 줄어든다.

59.5∼69.9

그룹홈/최소한 지원
2시간이상 24시간이하의 지원이 요구된다. 몇몇 감독이 일상
생활문제에 필요하고 대부분은 약간의 지원이 있는 지역사회
작업장에 배치된다. 몇몇 독립 사회활동, 지역사회자원(버스,
레크리에이션센터, 도서관 등)의 사용은 가능할 것이다.

70.0∼75.9

Halfway house/반독립생활
상담중재는 일상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의 몇 가지 문제를 돕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장 직원들은 필요하지 않다. 2시간
이하의 중재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고용된다.

76 이상

지역사회생활
최소한 원조요구로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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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 그리고 직업적 프로그램은 교육이나 재활 환경 중 하나에 적
용되고 프로그램별 고유의 기능적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연령과 기능 수준에 따라 교육이나 재활환경 중에 적절한 프로그램상
에 배치하기 위해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표
준점수에 의거하여 <표 8-10>과 같은 다섯 가지 상이한 수준의 생활
프로그램과 <표 8-11>과 같은 일곱 가지 상이한 수준의 직업재활 프
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표 8-11> 점수범위별 직업재활 프로그램 수준
표준점수 범위

수준/정의

25∼36.9

Daycare/보호수준
이 수준의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독립생활기술들이 강조된다.
신체적 작업활동은 작업조정이나 수정의 기법, 도구의 사용으
로 가능할 수 있다. 고도로 구조화된 상황에서 특별한 감각운
동적 프로그램은 필요할 것이다. 재활기관 직원의 지원을 바
탕으로 한 집단적 고용, 직원에 의한 지속적인 개입이 작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37∼48.9

Work activity/작업활동
기본적인 작업활동이 가능하다. 작업활동은 교육과 훈련을
활용하며, 작업조정과 수정의 기법 및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감각운동, 적응행동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집단 내에서의 지원
을 통한 직업이나 지역사회통합 상황이 개인별 배치보다 더
선호된다.

49∼71.4

Low extended work activity/단기 작업활동
개인, 사회, 직업적 적응이 강조되고 분류와 조립과제가 직업
전 훈련을 위해 사용된다. 작업수정과 적응기술 및 장치가 필
요거나 직원의 개입시간은 짧고 빈번하지 않은 대신 훈련이
집단과 개인적 원조활동에 가능하다. 구체적 지역고용을 준비
하기 위한 적응이나 직업전 서비스가 강조되며, 다양한 방법
의 직업배치가 가능하다. 직업개발과 현장에서의 개입이 요구
되지만, 학습능력의 향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작업과제의
수행력이 증진된다. 이 수준의 개인은 지원고용(supported
work) 우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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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의 계속
표준점수 범위

수준/정의

71.5∼84.9

Transitional/전환기 프로그램 수준
지역사회내 고용에 필요한 작업행동과 직업준비기술이 이 수
준에서 강조되고 직업탐색과 직업훈련활동이 또한 수행된다.
기능적인 학습은 개인의 연령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상황에 따
라 지속될 수도 있다. 이 수준에서 지원고용이 가능하지만 전
통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선호된다.

85∼92.4

Advanced prevocational/상위 직업준비 교육
반숙련직 직업기능 수준으로 지원고용을 고려하거나 선별적
직업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다.

92.5∼99.9

Skilled/숙련직
직업탐색, 기술훈련 그리고 도제적인 직업배치가 이 수준에서
강조된다.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기
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최소한의 직업탐색 지원과
함께 직업상담과 안내는 필요할 것이다.

100이상

Technical-professional/기술전문직
직업개발과 직업배치 계획활동이 이 수준에서 강조된다. 개인
은 특별한 전문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기술이나 학문
적 훈련프로그램에 등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8-12> MDS평가체계의 직업예측력
선행연구

예측영역

설명력(%)

제1연구

인지
감각
운동

21
36.4
42.6

제2연구

인지
감각
운동
정서

16.7
37.7
29.8
15.8

제3연구

인지
감각
운동
정서
사회

13.2
9.5
21.7
22.2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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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 100점과 표준편차 점수 15점을 활용하는 이 MDS체계는 기
본적으로 개인의 생활관련, 직업관련 기능은 전체를 100%로 볼 때 선
행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의 조합에 의거하여
설명, 혹은 예측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별 직
업군이나 직종의 유형에 적용하여 장차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영
역별 측정도구의 개발, 제작을 위한 노력도 하나의 중요한 추후과제가
될 수 있다.
3) 직업배치/직업적응 훈련
가치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상호 작용하는 다른 사
람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치시켜 고
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Tate, 1992). 이러한 직업배치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배치에 있어서 어떠한 욕구
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알
맞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직업재활이 가능
할 것이다.
장애인의 성공적 고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활전문가들은 개인의 생
산성, 흥미, 적성, 욕구들에 대한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직업배치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Parker & Szymanski, 2001). 직업준비도 평가와 함께
시작되는 직업배치 전략에는 정보개발, 생산성 강화, 생산성 실현이 활
용된다(이달엽, 1997). 직업개발을 위해 재활전문가들은 산재근로자에게
고려되는 직업들에 대해 구체적 과제분석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경험중심 기법(technology)과 중요과제분석 기법
(critical incident task analysis)이 포함된다(Vandergoot & Worrall,
1979).

제8장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범위 설정 311

[그림 8-9] 직업배치 과정

생산성 실현

직무활동을
위한 동기

노동시장
정보획득

직업개발

취 업

장애인
재활전문가
기타

장애인
사업주
재활전문가
기타

내담자
사업주
재활전문가
기타

장애인
기타

생산성 향상-생산성 실현-진로향상으로 이어지는 직업배치의 각 단
계는 [그림 8-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더욱 세분화된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노동시장 분석과 사업주 특성 분석이 부수적으로 시행되며, 직업배치
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자영업(self-employment)이 권유된다. 나아가
비록 중대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이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높다고 할
지라도 이 과정에서 자영업이나 창업은 최후의 혹은 하나의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다.
직업적응 훈련은 어떠한 종류의 재활시설에서도 가능하며, 장애인에
게는 작업수행과 작업관련 행동에 있어서 건설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
한 고도의 세련되고 체계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 직업적응은 일반적 의미와 특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직업적응이란 근무경력 또는 전체적인 직업 생활을 포괄하는
의미의 직장에서 적응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특수한 의미에서의 직업
적응은 신체적 참을성, 능력개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의 획득, 부적절한
행위의 변화 등을 통해 개인의 직업적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
된 치료과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직업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직업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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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직업의 의미, 가치, 요구를 학습하고 태도, 성격, 작업활동 등을
수정 혹은 개발시켜 직업발달의 낙관적인 수준을 성취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며, 직업준비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적응을 위한 과정은 첫째, 기술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수행 양식, 둘째, 작업환경의 변인에 따른 수행양식, 셋째, 작업과
작업자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직업적응 훈련을 재교육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지체인들을 위하여 개발된 직업적응 프로그램들은 훈
련에 주안점을 주로 두었으며, 종종 취업전 훈련이라고 일컬어진다. 여
기서의 주요목적은 작업습관, 작업기술과 취업준비에 있으며 교육과 훈
련의 대부분은 교실에서보다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며, 몇 가지 작업수
행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작업과제의 계속적인 반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제분석(task analysis)을 통해 보다 작은 부분들로 작업 과제를 줄
여나가는 방법의 지도(instruction)는 장애인이 어떠한 난관에 부딪힐지
라도 구체적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은 단계들로 제공된다. 훈련
으로서의 직업적응은 아직도 많은 직업활동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해 발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집단과의 통합된 재활시설들은 치료
와 훈련기술들을 병합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Vroom, 1967).
4) 사후지도
산재근로자의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속
적인 사후지도가 요구되며, 직접적인 사후지도가 아니더라도 자조모임
등 조직화된 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수립되도록 하는 노
력은 직업재활 종료단계에서 꼭 필요하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취업이나
직장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지도 전문가나 재
활상담사, 기타 요원들이 장애인의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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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직업배치와 사후지도 프로그램 요소

프로그램
욕구사정

고용전 준비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평가

사후지도와
고용후 서비스

직업개발

의뢰와
직업배치

[그림 8-11] 사후지도 참가자
사후지도

장애인

사업주
사업주

재활기관

재활전문가

재활전문가

5) 기타 서비스과정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과정은 전통적인 네 단계 외에도 부수적 서
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먼저 적절한 직업재활 전
략이나 방법은 장애인의 직업관련 행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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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직업욕구와 능
력들이 특정 직업의 요구조건들과 일치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산재근
로자의 직업개발에는 각기 다른 방식의 상담중재가 요구되며, 중재의
강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직업인성의 개발에서부터 직업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정보투입과 직
업선택 과정을 거쳐 정보처리가 요구된다. 직업선택에서 직업안정으로
의 전이는 정보유용화가 요구되며, 장애인 측면에 적용되는 보다 구체
적인 서비스 고려 내용은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8-13> 장애인 개발요소
단계

명칭

상담중재수준

심리내적 요소들

상담전략

직업인성
직업능력들
- 근로자로서의 자기개념
I

자기인식

정보투입

- 직업동기화
- 직업습관 (시간준수)
- 직업기술들 (기능적 능력들)

가치 명료화
치료적 워크숍
직업적 훈련
장점의 탐구

-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기술들
직업선택의 심리내적 요소
직업에 대한 장애인 지식의 외적요소
II

직업인식

구직과
III
직업안정

정보처리

정보유용화

- 장애인의 직업목적들의 적절성

비지시적 기법
진로지도

직업정보의 사용
- 직업목적들의 구체화
전이 혹은 조건부
- 직업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직
고용
업들의 유용성 파악
적절한 직업의 발견

이력서 작성

직업의 획득

직업개발

- 구직 기술들

구직면접과 응시

- 직업획득 기술들

선별적 직업배치

6) 산재근로자의 포괄적 로드맵
앞서 논의된 각 단계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과정별 상이한 로드맵
이 구상될 수 있다. 로드맵 요소들로는 크게 장애등급별, 직업재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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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방향(track) 측면과 크게 네 가지 직업재활 단계별 수준이 고
려될 수 있다. 이것을 직업재활 단계 중 크게 자영업을 포함하는 고용
과 직업훈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8-14> 고용 track 직업재활 로드맵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로드맵

직업상담 초점

직업배치/
직업적응

직업평가 초점

사후지도 초점

동기화 상태,
신체이동능력

중복장애 평가,
고용욕구 파악

환경수정, 출퇴근 가족지원체계

동기화 상태,
4∼7급 지원고용
신체이동능력

보장구 및
의료욕구,
신체평가, 이전
직업경험 분석

적합성 분석,
현장지도

직장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보호자 욕구,
경제적 욕구

자격증

현장견학

사업장 관리

일반고용

직업적 흥미,
적성, 열망탐색

잔존 직업기술
분석, 의사소통
기술 분석

적합 직무 분석

장애인식정도

지원고용

심리, 정서요인,
적성직종 탐색

문해력, 수리력,
기초 직업기술

자신감,
사회기능향상

지도훈련,
직무재배치

일반고용

자영업

6∼10급

자영업 장애인 배경정보 자격증, 창업지도 현장실습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로드맵
일반고용
8∼14급

직업상담 초점
직업탐색,
진로지도

직업배치/
직업적응

직업평가 초점
관리직 생산직

인성,
심리사회적 기능,
대인관계기술
지원고용
신체기능
분석

경영관리
사후지도 초점

취업도우미

직장적응력

지무지도원

피드백

자영업 장애인 배경정보 자격증, 창업지도 현장실습

경영관리

재활단계급여/연금급여
1∼7급

≪≪훈련수당, 의료보험, 출퇴근비용 지원, 생활정착금

7∼14급

각종 세제혜택, 출퇴근 수당, 훈련수당, 의료보험≫≫

주 : 1∼3급은 연금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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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5> 직업훈련 track 직업재활 로드맵 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로드맵
기술훈련
4∼7급

직업상담 초점

직업배치/직업적응

사후지도 초점

사회적응력, 직업 흥미, 적성, 직업 assistive
특성 분석
특성 분석
technology

간담회, 동료상담

기초 학력수준, assistive
인내력
technology

간담회, 동료상담

정규교육 교육수준
6∼ 기술훈련 적격성
10급
정규교육 동기부여
8∼
14급

직업평가 초점

self care,
tolerance

고려하는 직업의
간담회, 동료상담
전망, 미래경향

동기화

진로지도

간담회, 동료상담

직업탐색, 적성직
기술훈련
기능검정시험
업 발견

진로지도

전화상담, 간담회

정규교육 직업준비교육

진로지도

전화상담, 간담회

동기화

재활단계급여/연금급여
1∼7급

≪≪장애수당, 각종 면세,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생활정착금

7∼14급

생활안정 자금, 훈련수당, 교통비, 의료비 지급≫≫

주 : 1∼3급은 연금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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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적응프로그램 모형 개발

제 1 절 직업적응프로그램 모형

산재근로자의 직업적응과 직장복귀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먼
저 이들의 직업재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들의 본질에 대
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Fogarty & Beck, 1995).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에서 밝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
적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이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
에 놓여 있을 때 더욱 경험하기가 쉽다는 것이다(Fogarty & Beck,
1995).
① 과제 수행능력과 작업 집중력을 포함하는 산재 이후의 인지적 장
애 여부
② 무용감, 불안, 회피반응을 포함하는 정서적 영역
③ 사회화 기술과 의사소통,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응하는 양식을 포
함하는 사회환경

1. 장애별 직업적 특성과 직업적 기능장애의 분류
간혹 장애는 구조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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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직업적 장애의 정도는 영구적이지 않고 본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는 산재 장애등급별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범주화가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재근로자의 장해등
급은 신체해부학적 생리학적 구분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
다(조상원, 200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는 운동기능장해 측정
과 관련하여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확정
하고 미국의료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방식을 근로복지
공단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2000년 6월 27일 개정, 공표된 신체장해등급표의 내용을
앞서의 MDS 직업적 수준 예측방식과 관련지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1> 산재보험 신체장해등급표와 MDS상의 직업적 기능수준 내용
산재
등급

장애영역

용

시 각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언 어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
로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MDS상의
직업기능 수준

지 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 표준점수 25∼36.9
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의 범위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시 각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가 된 사람

1급

2급

내

언 어
신경,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9장 산재근로자 직업적응프로그램 모형 개발 319

<표 9-1>의 계속
산재
등급

2급

3급

4급

장애영역

MDS상의
직업기능 수준

지 체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표준점수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25∼36.9의 범위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시 각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언 어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
로 완전히 잃은 사람

표준점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37∼48.9의 범위
신경, 정신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지 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시 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가 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언어, 청각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표준점수
37∼48.9의 범위
신경, 정신

지 체

5급

내용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시 각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지 체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표준점수
49∼59.4의 범위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신경,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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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의 계속
산재
등급

장애영역

5급

지 체
시 각

6급

내용

MDS상의
직업기능 수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가 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은 사람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
언어, 청각
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
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표준점수 49∼59.4
의 범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 정신

지 체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시 각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가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언어, 청각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
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 정신
7급

지 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
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표준점수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 59.5∼71.4의 범위
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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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의 계속
산재
등급

7급

장애영역

내용

지 체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시 각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MDS상의
직업기능 수준

언 어
신경, 정신

지 체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표준점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9.5∼71.4의 범위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시 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가 된 사람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8급

9급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표준점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71.5∼84.9의 범위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언어, 청각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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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의 계속
산재
등급

장애영역

내용

신경,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MDS상의
직업기능 수준

지 체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 표준점수
대로 못쓰게 된 사람
71.5∼84.9의 범위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사람

시 각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9급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
은 사람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언어, 청각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 정신
10급

지 체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 표준점수
된 사람
71.5∼84.9의 범위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은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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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의 계속
산재
등급

장애영역

내용

시 각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MDS상의
직업기능 수준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언어, 청각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표준점수 85∼92.4
11급
의 범위
신경, 정신

지 체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
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
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
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위의 산재근로자용 신체장해등급을 MDS상의 직업적 기능수준 내용
과 비교한 것을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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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산재보험법 신체장해등급표와 MDS상의 직업적 기능수준 내용
구분

내

용

비고

산재등급 1급∼2급 3급∼4급 5급∼6급 7급∼8급 9급∼10급 11급이상
MDS상의
직업수준

25∼36.9 37∼48.9 49∼59.4 59.5∼71.4 71.5∼84.9 85∼92.4

(표준점수)

산재근로자들이 상위등급을 판정받고자 하는 기대욕구와 담당직원의
장해판정의 자의성과 같은 산재 장해등급 판정의 부정확성과 비현실성,
나아가 기능상의 고려 부족은 산재근로자에 대해 직업평가를 통해 다
시 직업적 기능상의 분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한국노동연구
원, 1998). 따라서 이렇게 직업적 기능상으로 재분류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수준의 훈련프로그램을 다르게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1] 산재근로자 직업적응 훈련 흐름도
직업기능등급

직업기능등급
아니오

적격성욕구분석
예

직업평가

직업훈련

일반화

사후지도

산재보험
기타서비스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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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적응 훈련프로그램 개발 전제조건
가. 의의
훈련과정 전체를 통해 재활전문가는 산재근로자가 직업적, 사회적 전
체 환경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직업적응에 있어서 그들의 직업환경에 초점을 둠으로써
<표 9-3> 산재근로자 직업적응 훈련프로그램
과
직업평가

정
평가/훈련 항목

신체기능
ADL
심리적 영역
정의적 영역
흥미와 적성
전이기술 (transferable skills)

Valpar, MDS
PULSES, Barthed
Katz, Kenny
FIM, Check list
SDS, WRIOT
그림흥미검사
Transferable skill profile

직업적응훈련

평가/훈련 항목

근골격계 장애
TBI
SCI
Low back pain

기능적 역량검사
정신안정, 건강상태
생활집중, 정신능력
건강증진, 미래설계
작업능력, self-learning
기능적 역량검사
신체적 운동
작업시도 (work trial)

일반화

평가/훈련 항목

수료 후 1개월
수료 후 6개월
수료 후 1년
프로그램 평가

Check list
Probing
사후지도, 점검
이용자 만족도
스태프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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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업재활전문가들은 산재근로자의 직업인성 발달의 개념적 모델
을 형성하고 이것에 따른 직업준비을 구성하기도 한다. 직업인성은 능
력과 욕구 외에 개인을 특징짓게 하는 제도와 행동을 포함한다.
산재근로자가 직업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은 첫째, 프로그램 기본 틀 작성, 둘째, 프로그램의 구체
적인 내용 및 양식 작성, 셋째, 타당도 검증을 절차로 진행한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 직업적응 훈련부문
직업적응 훈련의 계획수립과 실행시에 다루어야 할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직업적응 훈련 실시여부
◦ 직업적응 훈련 실시양상(대상자의 나이, 주요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 직업적응 훈련 실시방법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유형, 훈련인원,
훈련대상자 모집방법, 훈련목표 등)
◦ 훈련비 지급사항
◦ 직업적응 훈련시 직원 1인당 훈련대상자 평균
◦ 직업적응훈련 교과과정
◦ 훈련대상자에 대한 개별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훈련단계 구분에 관한 사항
◦ 훈련대상자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성 훈련에 관한 사항
◦ 모의 작업훈련에 관한 사항
◦ 현장훈련에 관한 사항
◦ 적응훈련 후 취업에 관한 사항
◦ 직업적응 훈련 위탁에 관한 사항
◦ 직업적응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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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훈련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구성 성분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 가능한 기술과 작업 습관 개발
② 개별 산재근로자 계획 수립
③ 전문가 의사 교류
④ 행동 수정과 변경
⑤ 직업 정보와 자원
⑥ 직업평가 기술/법
⑦ 사회기술 개발
<표 9-4> 훈련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역할과 전문가 기능
기관
역할

운영기능
서비스 수행과 제공

계획 수립과 개발

배경지식

평가

과정으로서의
직업평가(중)

직업분석과 개발/수정(하)

직업평가기법(중)

적응
훈련

고용가능기술과 직업
습관(상)
개별화 산재근로자 계
획수립(상)
행동 수정/변화(상)
일반화 산재근로자 계
획수립(상)
사회성 개발(중)
일반/기초
고용획득
기술(하)

직업
배치

고용기회와 산재근로 고용기회와 산재근로자 직업 정보와 수단
자 직업배치(하)
직업배치(하)
(중)

개별화 산재근로자 훈 과정으로서의 재활
련계획 수립(상)
(중)
일반화 산재근로자 훈 행동변화/인간행동
련계획 수립(상)
의 원리(중)
장애/목표 그룹의
기술/훈련 기법(하)
특성(하)
기술/훈련 기법(하)

전문가 자문/서류 작
행정 업(상)
산재근로자 관리(상)
및
관리 직원 관리(하)
생산/산업 운영(하)
중요도순위
(괄호)

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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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애 표적 집단 특성분석
⑨ 고용기회와 직업배치 탐색
⑩ 구직 기술
⑪ 직무수정과 작업장 변경
⑫ 노동/산업 특성 분석

3. 대상자 선발준거
프로그램의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장차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이끄는 데 반드시 필요한 초석이 된다.

가. 자발성
직업적응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산재근로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므로 자발성이 무엇보다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산재로 인한 이차적 이득발생이나 재활 저해요인들의 선행 해결
이 중요한데 산재보험급여 자체도 종종 근로의욕을 저해시키기 때문이
다. 어느 정도의 전문가에 의한 강요는 참여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게
할 것이다.

나. 산재발생 시기
산재발생 후 경과기간도 재활성공을 예측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임
에 틀림없다. 산재발생은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
매김을 한다. 만일 산재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될 것이
며, 심리적 갈등 속에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된 시기로부터 얼마나 빨리 재활서비스가 개입되는가가 중
요하다. 덧붙여, 산재 발생 후 경과 기간도 재활성공을 예측하는 하나
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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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전문가의 추천
재활전문가의 추천은 프로그램목표에 대한 재활기관과 훈련생의 책
임을 명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적인 영역뿐만 아닌 전반
적인 잠재력에 대한 정보와 평가 등을 보다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라. 직업재활가능성
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프로그램과는 달리 성과지향적 프로그램이
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가능성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포함하는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졌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바른 상담과 평가가 그들의 직업을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장애인의 적성과 흥미 등이 무시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4. 훈련과정
가. 신청서 접수
전화나 e-mail, 그리고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훈련서비스를 신청하고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선발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조사한다.

나. 선발위원회 사정
이 위원회는 직업적응프로그램의 대상자 선발과 관련된 제도, 행정적
업무사항의 지도감독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중요
한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회의개최와 참석
② 지원생의 평가와 입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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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④ 각종 검사결과의 해석과 자문
⑤ 프로그램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의 결정, 수정
⑥ 각종 위원회 기능과 과정의 문서화
⑦ 대상자 선발 결과 보고

다. 대상자 선발
훈련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산재발생 후 일정한
시기 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때 선발위원회를 통하여 프
로그램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뽑는다. 이 때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전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할 것
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의뢰를 하도록 한다.

라.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계획서는 장기적인 목표(직업획득)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행
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청사진으로 직업목표의 결정과 성취에 일차적
인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재활전문가와 산재근로자 혹은 산재
근로자가 독립적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의 부모나 후견인 내지
적절한 대리인이 공동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프로그램 계획서는 다음의
것들을 내포해야만 한다.
① 선발에 대한 근거
② 장기고용 목표
③ 고용목표 달성에 관련된 중간 재활 목표
④ 고용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의 규명
⑤ 각 훈련서비스 개시 예상일자와 이들 훈련서비스의 예상기간
⑥ 재활목적과 고용목표를 향한 진전을 평가할 절차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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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그램 실시
직업적응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① 인성적응훈련(personal adjustment training)
② 직업전 훈련(prevocational training)
③ 보상기능훈련(compensatory skill training)
④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인성적응훈련은 직업분야에서의 적응에 관련된 습관이나 태도를 개
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신뢰성, 타인에 대한 책임성, 인내력,
일관성, 시간관념 등이다(Bitter, 1968).
직업전 훈련은 직업 기술 개발의 선택과 준비에 필요한 배경과 지식
을 말하고 있다. 직업전 훈련은 직업 기술 훈련을 위한 준비 단계이다.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견학, 작업장의 교대, 독서 등을 통하여 직업
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취업 신청서 작성법 습득, 대중교통
이용, 소득관리 등도 포함한다. 대다수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은 인성적
응훈련과 직업전 훈련을 결합한 것이다.
보상기능훈련은 장애의 보상 기능이 되면서 취업에 있어 중요한 개
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맹인을 위한 낭독, 걸음
걸이 훈련, 보행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직업훈련은 구체적 직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방법, 즉 직업학교,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견습 프로그
램, 재활시설, 보호작업장, 현장실습 훈련 등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바. 퇴소회의
훈련프로그램이 거의 종료될 시기에 대상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진로
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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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훈련종결과 직업배치
직업중심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직업배치(job placement)는 재활 전
과정상의 최절정을 이룬다. 직업배치는 산재근로자의 가용능력을 최고
조로 끌어올리는 회복의 측면에 있어 중요하다.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취업환경은 재활된 산재근로자의 능력, 흥미, 잠재능력에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직업배치는 개인에게 적절한 직장을 찾아주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서 매우 복잡하고 종종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는 클라이언트
의 변인과 작업환경 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자에는 인성 요인과 작업기술 요인이 포함되며 후자는 모든 고유한 직
업상의 고려할 점들이다. 똑같은 작업환경이란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직업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상담가와 알선전
문가가 지역사회와 그 기관 및 자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가질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는 직업의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직무
분석에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 공학이 관여되기도 하는데 클
라이언트의 기술로부터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은 직업 수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직업배치
가 재활과정 초기에 고려되는 재활상담가와 산재근로자 간의 상호 책
임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상담가와 산재근로자는 만약 그들이 산재근로자의 직업기능을 최고
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으로서의 회복을 실제로 반영할 직업성과
가 효과적이기를 바란다면 공동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 사후지도와 프로그램 평가
사후서비스(post-employment service)는 산재근로자가 직업적으로
재활된 후에 그들이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재활과정
상 제공된다. 사후서비스는 어떠한 재활서비스라도 될 수 있지만 그 활
동들은 산재근로자의 원래 프로그램계획서와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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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긴 하나 또한 사후서비스에는 복
잡하거나 포괄적인 어떤 새로운 재활노력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후서비스는 단 한번의 수행이나 혹은 일정기간 이상의 확대 종합된
것일 수도 있다. 공적인 재활프로그램의 사후서비스 기간에는 한계가
없다.

5. 교과과정과 훈련기간
가. 장애인식과 이해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더불어 민감성을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
애를 가졌다는 것이 인생의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
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재활서비스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계획서에 자신이나 보호자가 서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
든 프로그램들은 대상자의 허가가 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재활상담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대상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권리는 이러한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
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상
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대상자 자신
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중증일 경우 그를 둘러싼 제도적 장치들이
나 환경과 대상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대상자들의 자립
에 관한 제도적인 정책의 실질화와 구체화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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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의 세계와 직업인의 태도
직업(職業)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나타내는 ‘직’(職)이
라는 말과 생업을 뜻하는 ‘업’(業)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직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범위는 관행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 사회적 효용성이 있는 일, 그리고 사회규범상 반사회적이
라고 규정되는 일이 아닌 것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먼저 직업은 일시적
인 노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직업은 단순한
일이나 순수한 노동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직업이라는 것
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계의 유지와 역할의 분담 및 자아의 실현
을 목표로 하는 계속적인 활동이다”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
다. 결국 직업은 생업으로서의 직업, 천직으로서의 직업, 자아실현으로
서의 직업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요건이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직
업이라 한다.
대상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자신의 직업능력과 사회적 수용태세, 직업정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자기의 역할기대를 사회현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자 상호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인 노
력에 의한 직업프로그램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 자신이 직업 기초기능에 대한 습득노력은 물론 기업주
및 각종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개발에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
야 한다.
넷째, 근로자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탐색에 부
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들에게 제도적으로 고용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와 문호가 마련되고 있으나, 대상자 스스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준비 없
이는 결코 취업의 보장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직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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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고도산업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기능,
지식 및 기술 등 직무수행능력을 함양하고 직업인으로서 수용적 태도
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상자는 국가나 직업재활 관련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지나
친 기대나 역할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성숙한 직
업인의 자세와 준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상자 자신은 자기본위의 직업윤리관(생계유지, 레저향락,
입신출세)보다 직장 및 국가 본위, 일 본위의 윤리관을 갖도록 노력해
야 한다.
여덟째, 대상자들은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적 직업의식인 직업에 대란
천직관과 소명의식, 직무에 대한 성실성, 전문성, 창조성, 정신적 가치
의 존중 등에 대한 좋은 전통을 이어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노동시장과 직업환경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
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노동시장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장래성이 없는 직업을 피하고 유망
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 작업환경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동과 움
직임이 편할수록 작업의 생산력은 증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한 사람을 위하여 작업장을 변경하려 하지 않는
다.

마. 인간행동의 발달과 성장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존
재하는 한 꾸준히 추구되어야 할 구원(久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
간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 종교, 심리학, 인류학, 사회과
학, 인문과학, 의학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교육과정의 문제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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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별히 요청되는 과제는 우리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교육적으로 성숙해 가
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을 이상형으로 정립하며, 그렇게 되기 위한 인간
발달의 과정은 무엇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우
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그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 자신과 그를 둘러싼 사회를 어떠한 안목으
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며 그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견해
를 달리하는 입장이 있다.

바. 장애의 심리사회적 특성
산재근로자와 같은 중도장애인의 경우에는 노화나 기능저하의 차원
이 아닌, 일순간에 일어나는 깊은 상처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서적 및 신체적 재활은 단기간에 실시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면, 개인은 대개 다음의 적응단계를 밟게 된다.
이 다섯 단계는 장애를 극복하는 건강한 심리적 적응과정이다. 그러나
각 단계들은 항상 분명히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정서적 재활과정
에서 어떤 방해물이 다섯 단계 중 한 단계를 벗어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한 단계에 고착되어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충격(shock), ② 부정(denial),
③ 우울반응(depressive reaction), ④ 독립에 대한 저항(reaction against independence), ⑤ 적응(adaption)

사. 산재 장애관리와 자기표현
갈등해결 기술, 집단 활동에서 타인의 주장을 수용하고 의견을 절충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근로자들은 중도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심리
적인 위축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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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신체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올바
르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아. 장래계획과 가족생활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그 꿈이 순간
적으로 접히는 경우가 많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에게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앞으로의 계획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생
활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으며, 행복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재활공학의 이해와 활용
현대인들이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듯이, 산
재근로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달이 꼭 산재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정상인들을 위한 과학문명이 장애가 남은 산재
근로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의 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공학을 바로 알고 적절하게 주변환경들에 이용해야만 한다.

차. 전이기술과 고용기술의 증대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산업들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다. 원래 존재했
던 1차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한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 흐름을 함께 타지 않는다면 산재근로자들
은 또 한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들이 변화하고 있
는 전이기술들을 익혀야 하며 이를 통해서 고용기술이 증대되어 자신
이 원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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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직업경험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일 것
이다. 산재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가 완결된 후에 같은 직종으로 복귀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종을
훈련받게 된다. 이러한 초기 경험으로 인해 많은 오류를 끌어안을 수밖
에 없는데 직업경험은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타. 자기표현기술, 의사소통기술, 면접기술, 구직기술의 개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하는 것은 누구
나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의 개성 등과 같은 자신의 독특함을 누
구나 발산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의사표현이나 자기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을 성취하기 위한 첫 관문인 면접기
술이나 구직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표 9-5> 직업적응프로그램의 교과목
교과목

장애인식과 이해

주

제

-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올
바른 용어의 사용
- 장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적 후유증에 대한
이해

시간수

6

- 장애인상을 왜곡시키는 용어와 관습의 이해
- 재활서비스 이용자 동기화의 중요성 이해
- 재활성공의 구성요소
재활서비스 이용자 권리 -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기주장 기술
습득
- 대인관계 개선 기술습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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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의 계속
교과목

주

제

시간수

- 삶과 직업
- 산업의 발전과 직업세계의 변화
직업의 세계와 직업인의 - 직업세계의 이해
태도
- 직업윤리

12

- 직업 생활에서의 적응
- 바람직한 직업관
- 노동시장 조사
- 노동시장 분석
노동시장과 직업환경

- 장애인과 작업환경

10

- 직무조정
- 작업환경과 직업성취
- 인간상 탐구의 중요성과 문제점
- 인간 행동 발달에 대한 이해
인간행동의 발달과 성장 - 인간 행동 발달의 본질에 대한 가정

10

-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발달과 성장
- 상호적 인간 행동의 발달과 성장
- 장애에 대한 심리적 재활
- 장애에 따르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장애의 심리사회적 특성

- 장애인의 우울증과 자살
- 소외감과 장애에 대한 사회심리적 문제

12

- 성 재활
- 장애 후 사회화
산재 장애관리와 자기
표현

- 장애로 인한 변화
- 장애와 주변환경

6

- 올바른 의사표현
- 현재의 나는 누구인가
-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장래계획과 가족생활

- 나와 가족
- 올바른 비전과 직업
- 가족생활과 행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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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의 계속
교과목

주

제

시간수

- 공학적 지식과 유용한 과학기술의 이해증진
- 장애인을 원조하는 재활공학의 의미 이해
- 공학적 의사소통 기술과 장비견학
재활공학의 이해와 활용

- 재활공학의 이해

14

- 장애 환경과 재활공학
- 작업장 개조
- 직무분석과 조정
- 시대에 따른 산업의 변화
전이기술과
증대

고용기술의

- 기술의 변화와 고용
- 전이기술의 이해

10

-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
- 유망직종
- 직종에 대한 이해
- 나에게 적합한 직종찾기

직업경험

- 직무분석

10

- 과제분석
- 직업적응
- 자기 인식과 강화
자기표현기술, 의사소통 - 올바른 자기표현
기술, 면접기술, 구직기 - 적절한 의사표현
술의 개발
- 면접을 위한 준비

10

- 구직을 위한 활동

위의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시간 수는 모두 108시간이다. 산재장애인
의 특성상 일주일에 5일,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시간 수를 6시간으로
제한할 때, 1개월 과정(4주간)에 필요한 시간 수는 모두 120시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남는 12시간은 체육활동에 8시간, 입소식과 퇴소식에
각기 2시간을 할당한다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직업기능 등급의 분류와 직업평가는 외부의 별도 전문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20시간 정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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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방법
재활전문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 ① 산재근로
자가 현실적인 직업적 선택을 하도록 돕는 데 따른 가능한 직업훈련
유형과 수준을 판단한다, ② 산재근로자의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정보들과 조화로운 직업적 영역을 제시한다, ③ 산재근로자의 장애에
따른 결과 및 직업적 영향을 파악한다, ④ 산재근로자와 함께 그들의
직업적 가능성과 장점을 발견하고 이해한다, ⑤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직업적응과 관련한 요인들을 상의한다, ⑥ 직업개발 및 직업배치 활동
을 한다, ⑦ 산재근로자가 적극 상담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고무시킨
다, ⑧ 개인적 및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⑨
재활에 적합한 법률적 및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을 지닌다.
특히,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델링, 역할연기, 행동시연, 강화
등을 주로 응용 행동주의적 학습원리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기술을 발
달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 개별 교과목의 목표달성을 시도해야 할 것
이다.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기초로 하여 문제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들을 소집단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2] 교수과정

목표확인

시

연
정

착
심

화

일 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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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준비
가. 의의
직업준비와 고용능력 개발훈련에서 진로개발준비는 적응서비스를 위
한 목적적 행동을 구체활 수 있다. 진로개발에서 승인된 권한은 진로개
발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확인하고, 종종 다음과 같은 것을 논의하는데
탐색, 선택, 확정, 유지, 발달, 퇴직 등이다.
직업준비는 사람이 직장에 대해 선택, 획득, 유지, 발전을 어떻게 성
공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연루된 요소의 다양한 형태로 정
의된다. 대다수 직업적 과제는 적절한 선택, 안정적 인성, 직업적 목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개발, 고용기회 추구, 직업습득, 직업관에 대
한 적응, 작업공간, 업무시간 유지, 주어진 인성의 발전을 포함한 직업
에 대한 성공적 선택, 획득, 유지, 발전 등의 조건을 갖춘 인재를 요구
했다.
인간요소들은 직업적 선택에 대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운영기술, 결정
을 이끌어내는 기술, 업무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들 과제
를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여한다.
직장 창출기술, 자기PR, 위치별 업무수행기술은 직장획득을 위해 요구
된다.

나. 교육적 훈련 모형의 활용
근원적 가설의 기초를 이루는 교육과 훈련모델은 직업준비의 부족이
고용능력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요구
되는 기술과 지식의 부족의 일반적 결과이다.
직업준비 훈련의 대부분의 예는 아래 이용 가능한 내용에 묘사했다.
교수/학습수단은 교육과 심리상태로부터 유추되었고 1975년의 Authier,
Gustafson, Gurney and Kasdorf에 의해 기술된 것처럼 정신교육적 모
델에서 기초되었다(이달엽, 1997). 교육은 워크북(workbook), 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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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모의실험, 독서,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로부터 이루어진다. 심리학
은 행동적 연습, 피드백, 심리강화로부터 이루어진다. 확정된 학습원리,
표본, 관찰, 식별, 심리 강화, 일반적, 교훈적, 경험적 중요성, 차원 높게
조직화된 분명한 목표, 권고적인 진행, 극소화된 불분명성, 이들은 학습
과정에서 훈련의 적극적 참여, 특정 행동변화에 대한 관점, 행동의 계
속성과 숙련도를 포함한다.
한 개인이 직업준비가 충실할 때 그는 그들의 선택된 진로에 대해
효과적인 선택, 획득, 유지,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
한다. 비록 다른 요인들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기여한다고 할
지라도 인생요인이 오랜 시간동안 가장 적은 프로그램의 초점으로 되
어왔다. 직업적응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직업준비도는 개인이 특정한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 혹은 종사할 수
있는 기술들을 탐구하고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특성으로서의 기술행동
과 심리적 특성들을 탐구함으로써 직업배치여부나 구직기술 훈련과 같
은 직업배치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근로자
의 직업준비도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한 직업력 분석, 특수학교를 몇 학년까지 다니고 성적과 교우관계는
어떠했는지 하는 교육 및 사회적 자료의 분석, 산재근로자 직업기술 등
에 대한 간접 접근으로서 가족과 산재근로자 상담을 통해 직업준비도
의 상태를 파악한다.
직업준비도 평가는 의료보고서, 훈련보고서, 관찰, 그리고 면접을 통
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기능영역에 있어서 행해진다.
구직 전략의 수립, 구직 능력의 완비, 직업 수용, 그리고 직업을 유지하
<표 9-6> 직업준비도 함수
직업준비도 = Ab + D + Av + Ad
Ab = 능력 (능력기능장애직무조정)
D = 욕구 (인센티브유인억제 요인)
Av = 유용한 직업 (유용한 직업 - 출퇴근 제한 - 갈등 상황
Ad = 적응능력 (적응력 - 외모, 사교기술, 직업태도 결핍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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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재근로자의 상태는 크게 산재근로자의 직업준비 정도에 달려 있
다는 점에 산재근로자의 직업준비도(job readiness) 평가가 직업평가에
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직업준비도는 <표 9-6>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하고 싶은 욕구, 유용한 직업,
그리고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Muklewicz & Bender, 1988, p. 46).
1) 일할 수 있는 능력(Ab)
인지적 능력, 운동-이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감각 능력, 일반 보건
과 체력을 포함한 기능적 영역을 포함하며, 직업재활서비스의 선택, 교
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선택, 직업탐구 활동 중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2) 일하고 싶은 욕구(D)
일을 하고 싶은 산재근로자 욕구는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즉, 생리
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동기 유발 요인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3) 유용한 직업(Av)
이것은 산재근로자의 생활 상황과 산재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제한점들을 고려한 후의 고용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직업들이다.
4) 직업적응능력(Ad)
외모, 사회적 기술, 직업태도를 포함하여 산재근로자의 여러 가지 특
성들이 사업주가 가능한 고용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불쾌한 위생상태와 외모 및 복장, 나쁜 버릇이
나 사회적 행동은 사업주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인상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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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직업준비도 평가 양식
장애인이름: ________ 날짜: ___________ 재활기관명: __________ 담당자이름:
__________
1. 직업능력: 아래 A, B, C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항목들을 체크하시오.
A: 평균 성인 수준 B: 다소 장애가 있음 C: 많은 장애가 있음
(1)인지능력
____①손-손가락 교치성 ____②기억
____③학습력
____④읽기 능력
____⑤어휘 사용력 _____⑥더하기 빼기의 셈하기 능력
(2)운동-이동 능력
____①손-손가락 교치성 _____②상지 사용능력 _____③하지 사용능력
(3)의사소통 능력
____①말하기
______②이해력
______③시력
_____④듣기
____⑤기타 촉감, 후각, 미각
(4)일반보건
____①신체적 강도
_____②체력
_____③정서적 안정
_____④의식수준
(5)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직업 욕구: 아래 A, B, C의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항목들을 체크하시오.
A: 강한 욕구 B: 약한 욕구 C: 욕구 없음 (B,C 체크 항목은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내용기재요)
____(1)직업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간주한다.
____(2)직업활동을 즐기며 작업시간을 자신의 중요한 생활일부로 간주한다.
____(3)직업적으로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____(4)직업을 갖기 위해 현재의 활동들을 포기한다.
(5)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유용한 직업: 아래의 A, B, C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항목들을 체크하시오
A: 문제 없음 B: 약간의 문제 있음 C: 명백히 문제 있음 (B,C체크 항목은 기타란에
구체적 내용기재요)
____(1)취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직업적 갈등
____(2)취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재활서비스 이용상의 갈등
____(3)취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시민적 책임상의 갈등
____(4)취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가사책임상의 갈등
____(5)취직에 따른 중요한 타인들의 심리적 지지
____(6)취직이 양육책임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____(7)매일 매일의 출퇴근 수단의 확보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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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의 계속
4. 직장적응능력 : 아래의 A, B, C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항목들을 체크하시오
A: 문제 없음 B: 약간의 문제 있음 C: 명백히 문제 있음 (B,C 체크 항목은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내용기재요).
____(1)손톱, 발톱 깎기, 목욕, 양치질을 정기적으로 한다.
____(2)머리 손질과 용모를 깨끗이 한다.
____(3)복장을 단정하고 적절하고 깔끔하게 한다.
____(4)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삼는다.
____(5)소규모 동료집단에 협조적으로 참여한다.
____(6)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정서표현을 삼간다.
____(7)사업주의 걱정과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
____(8)지시나 감독을 수용한다.
____(9)시간을 잘 지키고 신뢰할 수 있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직업준비도의 결정
다음의 영역을 예, 아니오와 물음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시오.
____(1)능력: 산재근로자는 고용 가능한 기능적 능력을 가졌습니까?
____(2)욕구: 산재근로자는 고용에 필요한 작업활동 욕구가 있습니까?
____(3)유용성: 교통수단 등 산재근로자는 고용될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까?
____(4)적응능력: 산재근로자의 외모, 사회적 기술, 직업태도는 일반고용에 적합합니까?
산재근로자의 직업준비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론 : 산재근로자는 현재상태에서 직업배치되어야 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 Muklewicz & Bender(1988). pp. 50∼54.

다. 프로그램 기본과정
직업준비훈련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
신지체인 대상의 직업전훈련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나 훈련 후 고용
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보다 짧은 기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
본적인 태도․습관․기술을 집중 훈련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훈련대상자의 변인과 작업속성변인의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개별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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큘럼의 구성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표 9-8> 직업준비훈련의 업무흐름
업무사항

내

용

담당자

《실시전》
준비훈련생의 선정

-케이스 회의 개최
-준비훈련생의 결정

준비훈련상
담원

① 가족 등에 대해 입사동의서, 긴급시
준비훈련상
연락표의 제출의뢰
준비훈련생, 보호자동의
담원
② 가족에 대한 사전설명의 실시
본인, 관계기관 연락
사전준비

본인 및 관계기관에 대해 실시의 결정에 준비훈련상
대한 연락
담원
① 지도커리큘럼, 통근계획의 작성
② 실시대장의 기입

준비훈련상
담원

《실시중 》
기초훈련기

집중훈련기

실전훈련기

통근지도의 실시

① 입사식, 오리엔테이션 실시
② 노동습관의 습득
- 직장적응상 필요로 하는 기본적 체력의
체득
① 준비훈련실내에서의 실제적인 작업

작업

② 직무시행법에 의한 사업체 내 작업

지도원

-통근에 필요한 지식, 기능의 체득
① 지도일지 연락장의 기입

결과의 파악분석

준비훈련상
담원

② 관찰평가기록표의 작성
③ 종합평가표의 작성

통근
지도원
작업
지도원
작업
지도원
준비훈련상
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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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의 계속
업무사항
지도커리큘럼의 수정

직업상담

내

용

담당자

- 지도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안하고 커리 준비훈련
큘럼의 수정에 대하여 검토
상담원
- 필요에 따라 준비훈련생, 가족과의 직업 준비훈련
상담실시
상담원
평가
상담원
《 실시후 》

직업재활계획의 책정
직업안정소에 연락

직업재활계획의 전개

종합평가표작성후 케이스 회의 개최,
직업재활계획의 검토
훈련종료에 대하여 통지

준비훈련
상담원
준비훈련
상담원

- 직업상담․소개의 요청, 직업소개업무에 준비훈련
대한 협력, 직장적응지도의 실시
상담원
평가
상담원

실시상황의 보고

정례업무보고서의 작성

준비훈련
상담원

준비훈련에 있어서의 훈련목표는 기본적인 노동습관을 체득시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기본적 규칙
① 계속근무(결근, 지각, 조퇴를 하지 않는다)
② 연락(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미리 연락한다)
③ 시간의 구별․관리(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구별하여 행동한다)
④ 보고(작업종료, 사고, 이상이 있을 때 보고한다)
⑤ 질문(이해하지 못할 때는 질문한다)
⑥ 지시․규칙 등의 준수(지시받았을 때 또는 규칙을 지킨다)
⑦ 준비․정리(작업의 준비․정리를 확실히 한다)
⑧ 청결․위생(몸을 청결히 하고 위생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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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태도
① 작업에 대한 집중(주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② 자발성(결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지시가 없어도 움직인다)
③ 작업에 대한 의욕(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작업에 임한다)
④ 책임수행(자타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진다)
⑤ 도구 등의 사용(도구, 부품, 재료 등을 소중히 다룬다)
⑥ 정리․정돈(사용후의 도구 등은 곧 원위치하고 정리정돈에 힘쓴
다)
⑦ 위험에 대한 배려(위험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인다)
◦ 작업수행력
① 작업의 확실성(불량품을 만들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업한다)
② 작업의 안정성(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작업한다)
③ 작업순서의 지속(결정된 순서에 따라 결정된 시간 안에 작업한다)
④ 작업속성(계속하여 종일간의 작업에 임한다)
⑤ 작업개발(작업내용에 대하여 개발한다)
⑥ 도구 등의 사용과 정리(결정된 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며 보수관리)
⑦ 솔직성(실수를 인정해야 할 때 또는 주의를 받았을 때 등에 솔직
한 태도를 취한다)
◦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주요 대상 근로자
◦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체계
◦ 프로그램 구성의 주요 기준
◦ 산재근로자 고용이라는 목표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여도
◦ 각 기관별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특화의 정도 및 방식
◦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직업준비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모형은 충분한 직업적
응기술과 직업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인 발달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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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접근방식 비교
전통적 방식

유연한 방식

평 가
․표준 또는 공식적인 평가도구와 기술 ․고용정보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사회
적 방식
사용
․훈련 욕구 영역의 확인
․평가결과는 직업적 예언에 사용
․결과와 전체 고용기회 사이의 관계와 ․정보적 절차 사용
방향
․기본적 고용목표에 대한 평가
․개인을 통한 고용
과 정
․유전적, 특성과 작업환경에 있어서 ․특별한 직업기회에 필요한 올바른 과
가상적인 직업
정사용
․직업적응 기술 강조
․개별화
․사회적 근거가 반영된 개인적인 직업
․적절한 직업 환경 추구
형태
훈련/훈련환경
․비구조화된 훈련
․최소한의 훈련 기회

․체계적인 훈련절차 사용
․장기 훈련기회

직업배치와 사후지도
․경쟁노동시장
․사후지도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지원체계의 개발과 직업배치
․길이와 시간지원은 개인적 필요에 의
해 결정

8.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과정(curriculum)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나 프로그램 담당자에 의해서 수행
되는 교육내용의 계획이나 활동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 놓아 대상자
들이 필요한 경험,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하도록 체계화시켜 놓은 틀이
라고 볼 수 있다. 정규교육의 내용과는 달리 프로그램 활동은 매우 다
양하므로 그 내용을 결정하는 원칙도 다양할 뿐 아니라 일단 정해진

제9장 산재근로자 직업적응프로그램 모형 개발 351

내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그 어떠한 사회문화적 가치나 기술발달 수준을 반영한 것
일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 예
상기간, 내용, 세부활동 등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계획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당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이며, 그 대상자의 관심과 욕구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
러한 대상자와 가족 혹은 관련된 기관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목표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계획시
고려해야 할 기타 준거로는 집단의 목적, 지역사회노동시장과 대상자의
욕구, 시설설비, 재정여건, 지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 내용선정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목적과 프로그램 대상자의 능력과 수준에 알맞
는 내용의 선정을 통해 실효성이 있고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프로그
램을 실행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 내용조직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하고 편성하는 일은 프로그램 내용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개발된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정기간 집단을 통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대상
자들의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개발된 직업적응프로그램
적용에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한
다. 이 적용가능성(feasibility) 평가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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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형개발시 고려사항

1. 측정 가능한 프로그램 목표 설정
설정된 목표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행동
으로서 이를 명확하게 대상화시켜야 한다. 또한 목표는 사업을 실시한
후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지
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하며 성취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David et al, 1996).
목표의 진술은 즉각적인 목표(immediate goal)와 중간목표(intermediate goal), 궁극적 목적(ultimate goal)으로 3등분해서 구분하여 설정
한다. 즉각적인 목표는 순간적으로 관심이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주로 인지변화에 초점을 둔다. 중간목표는 구체적 행동의 성
취를 향해 추진하는 목표로서 행동변화에 초점을 둔다. 궁극적인 목적
은 구성원들의 중간목표를 성취한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관련 프로그램 내용은 심
리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직업적응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 설정된 대다수 위탁기관의
사업목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측정가능한 용어로 진술되어 있지
못하다. 인천기능대학평생교육원만이 창업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인
지변화, 행동변화, 창업에 대한 목표달성으로 목표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을 뿐 이외 기관들의 목표진술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목
표달성의 방향이 모호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도 내용만 다양
한 백화점식 형태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에 매우 역부족
일 뿐 아니라 그나마 충분치 못한 장애인복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
되지 못하고 유용성 없게 소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 요구 및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표에 따라 직업적응프로그램의 최종목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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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달성 및 유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지역사회자원의 전문성 활용
최근 재활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의 급증으로 각종 재
활단체와 시설들이 수없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성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
문에 일회적인 행사 위주나 단순 보호기능의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
향이 높다(오길승, 2002).
산재근로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
떠한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자원으로 대표
적인 것은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꼽을 수 있다.

가. 사회복지관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
가 거세졌고 그 결과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기능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지
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다. 그렇지만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제공
하는 단위사업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서비스 알선 및 재활훈련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직업적응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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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0>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
사업분야

단위사업명(31개)

(6개)

가정복지

아동복지

- 가정문제 종합상담

- 직업 부업 기능 훈련

- 취업 부업 안내

- 보건의료 서비스

- 선의봉사실 운영

- 생황안정자금 지원

- 부녀자 교양교육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 어린이 공부방

- 어린이 기능교실

- 자모상담 및 교육

- 유아보육교실
청소년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 청소년 독서실

복 지

-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 청소년 기능교실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 불우노인 결연

- 노인부업실

- 노인가정봉사원 파견

노인복지

- 노인식사 및 목욕서비스
장애인

- 장애인 서비스 알선

복 지

-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역복지

-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 주민사회교육

- 자원봉사자 양성

- 후원자 개발

- 주민취미교실

- 사회조사

- 주민편의시설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안내｣, 2003.

사회복지관은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360개소가 있어 산재근
로자가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국 종합복지관의 가형은
115개소(31.9%), 나형은 190개소(52.8%), 사회복지관은 55개소(15.3%)로
서 복지관 규모가 300∼600평 규모의 사회복지관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단체에 215
개소(59.7%)로 과반수 이상이 대도시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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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전국의 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2003.9 기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600평 이상

300∼600평 미만

300평 미만

(가형)

(나형)

(다형)

360(100.0)

115

190

55

서울

91(25.3)

35

50

6

부산

47(13.0)

23

17

7

대구

25(6.9)

13

11

1

인천

13(3.6)

3

10

0

광주

19(5.3)

4

14

1

대전

17(4.7)

2

12

3

울산

3(0.8)

1

2

0

경기

45(12.5)

15

19

11

강원

12(3.3)

3

9

0

충북

10(2.8)

1

7

2

충남

12(3.3)

2

4

6

전북

14(3.9)

0

8

6

전남

15(4.2)

2

10

3

경북

15(4.2)

3

8

4

경남

18(5.0)

8

5

5

제주

4(1.1)

0

4

0

구 분
계

계(%)

자료 : http://www.kaswc.or.kr/.

지역사회 자원 중의 하나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
애인의 진단․판정,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정보
제공, 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은 주로 직업준비훈련이나 현장적응지도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도 기능에 따라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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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2> 전국 장애인복지관 현황(2003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장애인
복지관

32 4

5

5

3

2

2 11 4

4

8

6

8

7

4

4 109

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 5가지로 분류하여 교육훈련은 작
업을 통한 생활훈련을 주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 109개소가 있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에는 53개소(48.6%)가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한다. 특히 관내 등
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
인가족 및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
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표 9-13>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
번호

사업분류

주요내용

사업예시

1

상담지도
사업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자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
진단을 통한 판정, 장 원회 운영
애 등록검진

2

의료재활
사업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복을 위한 의료재활서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비스 제공
사용자 착용훈련 등

3

교육재활
사업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
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취학아
육재활서비스 제공
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시․청
각장애인기초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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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3>의 계속
번호

사업분류

주요내용

사업예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
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4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과 자립촉진을 도모하
기 위한 직업재활서비
스 제공

5

사회심리
재활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 등), 사회적응훈련(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료
리재활서비스 제공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
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장애형
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
훈련, 장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
조집단(동아리활동, 부모회 육성),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6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지원 등

7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 내방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
진을 위한 스포츠 및 유형에 맞는 체육교실 운영, 취미
여가 활동 지원
ּ여가ּ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제공
사업

장애관련 정보제공

9

수화관련
사업

청각․언어장애인에 대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한 수화서비스 제공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10

여성장애인
의 복지
증진사업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출산․양육, 가
사지원등 복지 증진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보급․대여, ARS운
영, BBS 운영,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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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3>의 계속
번호
11

사업분류
사회교육
사업

주요내용

사업예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
대한 인식 개선 및 참 복지 전문요원교육(세미나, 워크
여 조성
숍 등),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12

지역사회자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원개발 사업 인의 이해 증진 및 자 등) 발굴교육․활동 및 관리, 지
원개발․활용
역행정기관․일반 사회단체종사
자․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
류협력 증진, 기타자원개발․활용
(인적, 물적 자원 등)

13

홍보․계몽
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관보 발행,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 매스컴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홍보, 견학 등

14

조사ּ연구
사업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장애인 욕구 및 실태 조사,
조사연구 및 다양한 재 재활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
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도 조사, 지역장애인 복지정책 개
발, 각종 자료제작(도서․시청각
자료 등) 등

15

기타 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 지역특성에
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발ּ시행

맞는

재활프로그램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 - 장애인 재활지원사업편 -｣, 2003.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
인이어야 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
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수첩) 소지자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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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재활실시기관
이제껏 장애인 직업재활 등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제반 업무는 노
동부 및 공단에 의해 중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기능, 위치
등에서 단편성의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교육재활, 의료재활, 사회재활
각 부문과의 연속성이 미흡하고 광역기반의 지사배치로 접근성이 현저
히 저하되었다. 공기관이 가지는 행정중심적 운영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이익에 대한 반응성도 저하되었다.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0)에 의하여 민간기관인 장애인복지관 등이 직업재활 실시기관
으로 지정되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에 포함
되게 되었다.
다양한 장애인 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
고 사업의 효과 및 기관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 여
부를 결정하고 있다. 직업재활기금사업에 의해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지역별 분포는 <표 9-14>와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에 의하면 직업재활시설 실시기
관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표 9-1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의 주요서비스 내용
구분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전문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상담
작업활동
직업훈련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서
주
지원고용
비
취업알선
스
취업후 적응지도
내
직종개발
직종개발
용
부

직업상담

자료 : 직업재활사업운영메뉴얼 - 총괄안내서 -

직업상담
직종개발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종개발

직종개발
취업후
적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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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
활 실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2000년도 초기 사업에서는 총 17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사업운영상의
문제와 중도 탈락된 곳, 추가 선정된 기관 등을 포함하여 2001년도 144
개소, 2002년도에는 139개가 되었다. 2003년에는 직업재활센터 37개소,
전문평가센터 4개소(직업재활센터 중 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직업훈련시설 8개소, 작업활동시설 30개소, 보호작업시설 50개소, 장애
인단체 34개소로서 총 163개소를 선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추
진중에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164개 중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에 113개
소(68.9%)에 집중되어 있어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
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로 중증장애인(1∼3급)이나 정신장애
를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의 장애유형
대다수가 지체장애로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지체장애를 가진 산재근로자가 직업적응프로그
램을 제공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표 9-15>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현황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 전문평가
작업활동 직업훈련 보호작업
센터
센터
시설
시설
시설
35
4
20
30
60

장애인
단체

연도

계

2000

174

2001

144

35

4

9

23

41

32

2002

139

34

4

8

23

41

29

2003

164

37

4

8

30

51

34

25

자료 : 보건복지부(2003), ‘03년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 실무작
업반(2001), 2002년도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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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6>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지역별 현황(2003년)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164 49 14 19 10 10 10

계

1

15

7

6

2

8

2

2

5

4

직업재활
37 14
센터

1

1

2

1

1

1

3

1

2

2

2

2

2

1

1

전문평가
4
센터

2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작업활동
30
시설

9

3

2

0

1

3

0

5

3

1

0

0

0

0

2

1

직업훈련
8
시설

3

2

0

1

0

0

0

0

0

2

0

0

0

0

0

0

3

10

5

7

3

0

5

3

1

0

3

0

0

0

1

5

5

1

1

3

0

2

0

0

0

3

0

0

2

1

보호작업
51 10
시설
장애인
34 11
단체

자료 : http://www.job4u.or.kr/, http://www.hinet.or.kr/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
기금사업선정기관 명단｣ 2003을 재구성.

<표 9-17> 산재근로자의 장애유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8)

윤조덕*(1998)

윤조덕*(2000)

지체장애

98.3

124.7

95.3

청각․언어장애

1.0

4.6

3.2

시각장애

0.7

5.4

1.8

기타

0.0

0.0

6.8

100.0

134.7

107.1

구 분

계
주 : * 중복응답.

따라서 지체장애 중심의 장애인복지관을 직업재활센터의 중심으로
하고 산재근로자 직업적응 및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복지관 이
외에 장애인단체의 경우 전국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 산재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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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8> 산재근로자 직업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현

안

개 선 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
복지법인
복지법인
◦정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부터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
◦산재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 협
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회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의 허가를 얻은 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
교, 기능대학, 노동부지정 훈련법인,
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
대학 등의 사회교육기관
◦기타 산재보험적용 법인사업장

정하는 기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기관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
재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 협회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 및 무료직업안내소 허가를 받은 단체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내용
은 직업적응프로그램의 사업목표에 의하여 직업상담 및 구직알선을 위
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직업적응프로그램 적용대상
국가마다 직업적응프로그램 적용시기는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
험급여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 보험급
여의 범위에 재활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원상회복의 범위를 노동능력의
회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장애에 적응하고
장애수준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 및 직업능력을 가
진 후에야 장해판정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후 실시하는 기
능회복훈련은 리하의료(リハ醫療)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중등도 및 경
증 장애가 남은 근로자는 급성기, 회복기를 거쳐 증상고착기에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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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새로운 형태의 직
업전환이 요구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생활재활까지 요양급여에서
이루어진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판정 이후에 장애
자복지법에 의한 장해자수첩을 발급받은 후에야 국가단위의 장애자 직
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중증장해에 해당하는 1∼3급
산재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장해자복지법의 복지시책과는 별도
의 노재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는 노동복지사업단 소속의 보호작업장(공
동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급여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와 일본제도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중등도 이하의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비롯한 원직복
귀를 위한 준비과정은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
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매우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여러 형태의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직업재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연계 통합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재활시
설에서도 직업재활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산재근로자의 복지수준에도 일정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어 산재보험의 신체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장애인복지시
책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발급자 및 산재보험법상 1급에서
9급 산재근로자까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
된다.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자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률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으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1998)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77.3%가 장애인등록을 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윤조덕 등(1998; 2000) 및 이현주 등(2001)의 연구에서는
30% 정도의 등록률을 보였다. 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대상자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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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록률은 14.6%인데, 이는 치료종결되지 않은 대상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률이 현격하게 낮게 조사된 것으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기관에 따른 장애인등록률의 현저한 차
이는 산재보험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조사되는 연구에서는 현재 장해연
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표 9-19> 국가별 산재보험 직업적응프로그램 적용시기
국가

장해판정 이전

장해판정 이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산재보험 재활사업(직업훈련)

산재보험법 급여

장애인복지법(직업적응 / 직업훈련)

한국 (의료재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직업적응 /
직업훈련)
산재보험 재활사업(직업적응)

산재보험법 급여
독일 (의료재활/직업적응/
직업훈련)
산재보험법 급여
미국 (의료재활/직업적응/
직업훈련)
1
일본

2

3

4

노재보험법 급여

노재보험법

(의료재활/직업적응)

(보호작업장)

5

6

7

8

9

10 11 12 13 14

장애자복지법(직업적응/직업훈련)

<표 9-20> 산재근로자의 일반 장애인 등록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윤조덕 등
(1998)

윤조덕 등
(2000)

이현주 등
(2002)

n

%

n

%

n

%

n

%

등 록

566

77.3

395

37.5

182

36.5

827

37.5

미등록

166

22.7

658

62.5

295

63.5

1,376

62.5

전 체

732

100.0

1,053

100.0

477

100.0

2,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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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산재근
로자는 여러 법령에 의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직업재활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
우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과정은
요양기간 중의 증상고착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치료종결 전에 근로자
의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산재근로자
의 성공적인 조기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요양급여 지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이 된다. 또한 노
동계에서도 요양과정 중에 적극적인 직업상담 및 원직장복귀 및 직업
복귀에 도움을 주는 제반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노동과건강연
대 등, 2001)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적응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는
퇴원예정자 및 통원치료중인 자, 요양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
업의 목적과 내용에 합당하다. 또한 장해등급판정자에 대한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과의 중복수혜 및 장애인복지관의 이중이득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의 지체장애 중심의 직업적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노동부․보건복지부 빈부격차․차별시정 T/F,
2003)임을 고려할 때 현재상황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의
한 직업재활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직업재활기금사업
의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2006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산재보험법 제
<표 9-21> 프로그램 적용 대상
현

안

*

개 선 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요양중인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자
자 및 통원요양중인자
◦필요한 경우 통원요양 중인 자 또는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요양 중인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자 가능
1∼14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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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인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며 이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과의 관계
성을 검토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검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직업적응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산재근로자 직업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은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자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을 통한
직업재활 기본 방향제시
둘째, 개인․사회생활, 작업습관과 태도형성, 작업기능 향상 등을 위
한 직업적응훈련 실시
셋째, 지역사회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직종개발,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다양한 고용프로그램 개발․시행
넷째, 취업 후 지속적인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
지하도록 지원
다섯째,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여섯째, 기타 자영업장애인 지원(창업아이템 선정, 창업 및 경영컨설
팅 연계 등 근로복지공단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과 연계), 장애인 근로
자 지원(산재보험 재활사업 원직장복귀지원제도 연계) 등이 포함된 프
로그램 내용이어야 한다.
직업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설정을 위
하여 연간 사업량을 계량화하여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5. 비용지급
지역사회 재활시설 예산지원에 대한 결정수준은 유사사업의 지원 상
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유사사업의 예산지원을 살펴보고자 한
다. 장애인복지관의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고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는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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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직업적응프로그램 서비스 흐름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

대상자 발굴

의뢰/접수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장해등급판정
직업훈련
직업재활훈련원(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균1개월

직업적응
훈련

직업전문학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직업전문학교

직종전환

사설학원

업체개발

평균3주

시험 고용
장해등급판정
취업

평균3개월

취업후적응지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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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로 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며 이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사업 아이템에 따라 별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직업재활시설인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시설당 3,200만원 및 장애인 인당
43만원, 보호작업장은 시설당 1,000만원 및 장애인 인당 120만원의 지
원이 이루어진다. 우수직업재활시설모형화특별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1,700만원이 지원된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장애인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화 교육(이하 ‘정
보화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하
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를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58개소에서 설립 진
행중에 있다(2003년).
정보화 촉진기금의 지원형태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된다. 장
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중 장애인복지관의 4급 직원 및 직업훈련
교수 기준에 부합한 자 1인에 대하여 월 140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함
께 통신망 사용비, 교재제작비 등의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지원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
우 인건비와 사업비, 기관부담금, 비품구입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
다.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인력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중 직업훈련교사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하며 직업재활센터의 경우 직업지도, 직업적응,
지원고용별로 1인씩(1,504,500원/월) 총 4인의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인
당 2,831,000원/년)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해당하는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에 대하여 각각 월 20만원, 지원고용을 위하여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작업활동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은 2인의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사업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1인
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과 월 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취업이 이
루어졌을 경우 인당 100만원을 기관에 지원하여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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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2> 장애인복지관 재활시설 예산지원(예시)
지원명

지원규모

근로작업시설
(보건복지부)

시설당 32,000,000원
인당 430,000원(150인까지)

보호작업시설
(보건복지부)

시설당 10,000,000원
인당 120,000원(40인까지)
우수직업재활시설모형화특별지원사업
17,000,000원

직업재활시설
(공통)

평가우수시설연수특별지원 2,600,000원

장애인정보화교육 인건비* : 1,403740원/월
지원사업
관리운영비
(정보통신부)
보조사업자 교육관리운영비

비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업주부담분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

주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중 장애인복지관의 4급 직원 및 직업훈련교수
기준에 부합한 자.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예산계상신청지침｣, 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 - 장애인 재활지원사업편 -｣, 2003.

데 2인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과 사업비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
인 단체의 경우 인건비 수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중 직업
훈련교사 기준에 부합하는 자 및 장애인복지관 4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각 수행기관들은 인건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처
음 유치하는 기관의 경우에 비품구입비를 인당 200만원씩 별도 지원하
고 있다.
산재근로자 직업적응프로그램의 목표는 조기 사회복귀 촉진에 있으
므로 의료기관 및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중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직업재활을 받도록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하는 업무가 가
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사회복귀 촉진은 산재근로자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상
응하여 산재근로자를 직업재활로 유인하는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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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3> 고용지원및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예산지원 현황(2003년)
구 분
인력
직업
지도 사업
직업 인력
적응 사업
인력
지원
고용 사업

직업재활
센터

평가센터

1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작업활동

직업훈련

보호작업

4인

-

-

-

2인

20만원/월

평가도구
․설비

-

-

-

20만원/월

1인

-

2인

2인

1인

-

20만원/월

-

20만원/월

20만원/월

20만원/월

-

2인

-

-

-

-

-

50만원/월

-

인건비

월6,018천원/
4인

기관부담금

년11,324천원
/4인

비품구입비

8,000천원
/4인

훈련생

-

100만원/인
(취업)
월3,009천원 월3,009천원 월1,504천원 월3,009천원
/2인
/1인
/2인
/2인
년5,662천원 년5,662천원 년2,831천원 년5,662천원
/2인
/1인
/2인
/2인
-

-

4,000천원
/2인

4,000천원
/2인

2,000천원
/1인

월7만원/1인 월7만원/1인 월7만원/1인

4,000천원
/2인
-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추진현황｣, 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직
업재활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 및 준비사항｣, 2000을 재구성.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직원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적응프로그램은 대상
자

특성별 개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별 집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건비 1인을 지원하고 고용촉진및직업
재활사업기금에서 지급하는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효
과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사업단위별 지원보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상자
별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므로 프로그램 내용도 대상자마다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별 단가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료의 부담
은 서비스행위에 따른 수가제 형태로서 기관이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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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유인책이
될 것이다.
<표 9-24>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징수기준(예시)
분류

항

목

서울S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당

월당

5,430

-

9,830

-

4,690

-

심리진단(평가)

6,190

-

언어진단(평가)

5,620

-

교육진단(평가)

4,500

-

진단 / 직업진단(평가)

4,280

-

의료진단(평가)

4,170

-

작업진단(평가)

6,380

-

물리진단(평가)

5,380

-

기타진단(평가)

9,550

-

직업능력평가

5,000

-

작업활동

10,000

-

-

30,000

직업전훈련

-

34,330

정보화교육

-

29,170

-

36,500

작업활동센터

-

53,330

작업

직업학교

-

33,500

활동

직업예비교실

-

46,670

센터

보호작업훈련

-

26,000

3,200

30,000

초진
접수

입소평가
재진

평가

직업
훈련

지원
고용

11,000(모든 진단포함)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전환기작업실

5,000(모든 진단포함)

33,000(월 5회/주)

33,000(초기3개월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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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4>의 계속
분류

항

목

적응
훈련

월당

-

33,540

계절학교

40,980

-

재활캠프

34,790

-

현장학습

6,280

-

7,140

43,860

7,960

36,700

12,330

32,000

120,000(월 5회/주)

사회적응교육
훈련

심리
치료
재활
상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당

사회적응훈련
사회

서울S장애인복지관*

심리치료

개별 6,000(40분)-집단
6000(60분)

재활상담

여가

학습여가활동

-

22,080

활동

취미여가활동

6,580

20,450

수영

5,830

36,630

기타스포츠

5,970

16,360

스포츠
재가

재가복지사업

무료

6,000

-

기타

식대

1,500

1,390

-

사업

순환버스이용

150

-

복지

주 : * http://www.openlife.or.kr/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이용료 징수기준｣, 2002.

현재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조에 의하여 재활시설에 이용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를 살펴보면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
체장이 정하고, 법인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별 이용료 징수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각 기관이 이용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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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
기준 권장표를 개발하여 항목별 평균값의 ±20% 한도 내에서 이용자에
게 부담시키도록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시 이용료 징수기준을 제출하도
록 하여 기관별 개별계약을 하거나 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계약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복지관협회 사이에서 이용
료 고시와 관련하여 협상과정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기관별 개별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6. 대상자 지원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요양 중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
한 유인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요양기간 중에 직업재활에 참여하도록
하여 요양종결 이전에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
<표 9-25> 대상자 지원(2003년)
구 분
주 체

기 관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작업활동
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작업
시설

직업재활
사업기금

직업재활
사업기금

직업재활
사업기금

공공직업훈련시설 52개소
민간직업훈련시설 17개소
특수학교 전공과 19개교
장애인복지관 7개소
전국 8개소 전국 30개소 전국 51개소
대한안마사협회부설
안마수련원 6개소
직업재활시설 7개소

훈련준비금 40,000원
교통비

1400원/일(25일 한도)

식 비

2500원/일(25일 한도)

월7만원/인

월7만원/인

월7만원/인

자료 : http://www.kepad.or.kr/sub02-01.htm;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추
진현황｣, 2003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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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요양종결 후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치료종결을 기피하
지 않도록 산재근로자의 지지체계로서 직업적응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한다. 요양중인 근로자의 직업재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업적응프
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복귀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직
업적응프로그램 참여시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급수준은 지역사회에서 일반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도면 가능하겠
다. 이러한 이용자 지원제도는 요양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유인책
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와 차별화시켜
야 한다. 치료종결 후에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형태라면 대상
자가 요양중에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치료종결
된 장해등급판정자에게는 교통비 및 식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하다.

7.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고용연계 강화 방안
직업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운영기관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산재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에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방식을 별도로 개발하여 운용하기에는 인원부족, 전문성
결여 등 현실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대한 방법 및 도구는 직업재활사업기금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직업적응프로그램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연계되지 않으
면 진정한 의미의 재활이라고 할 수 없다. 원직장복귀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현실에서는 고용과 연계하는 방
안이 시급하다.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의 직장복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에서는 직업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노력으로 산재근로자의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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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관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
을 성공시키고 고용 후 적응지도를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평가의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경우와 같이 고용을 성공시킨 경우 포
상금(100만원/인)을 지급하거나 취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별도의 메리트를 제공하여 고용개발 및 취업
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접근방안 모색

1. 의의
산재근로자가 직업적응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과 프로그램의 위탁운영기관 간의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
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연계(linkage)는 다른 기관과 요원, 자발적
집단, 관련된 개인들과 같은 자원을 결합시키고 대상자나 사회목표를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중재하거나 조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강순영,
2000). 또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관이 공동의 목표달성, 합의를 위
해 협력할 때 기관간의 연계라고 한다(Wright, 1980).
기관간의 협력의 일차적 목표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정 노력과 공
동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력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력
의 이점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 기회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비용과 시
간이 절약된다고 하였다(Atkinson, 1997). 그러나 대상자의 능력, 서비
스 우선정도, 목표, 참여 및 책임에서 동질성이 부족하고 협력기관간의
의사소통과 경험의 부족으로 자주 실패하게 된다. 조정은 노력의 중복
을 피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그 효율성은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직업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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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
자의 직업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의뢰하거나 정보를 공
유하고 서비스를 협조하거나 요청하여 산재근로자의 효율적이고 통합
적이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관간
의 연계성을 통한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을 높이는 방안은 직업적응프
로그램 운영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과 위탁운영기관의 협력체계
<제1안>
프로그램 운영에 대상자 접근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의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로서 산재근로자의 사정을 통해
직업적응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운영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직원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
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연계절차 등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서로의 역할분담을 통해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기관간
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구축되므로 가장 이상적이
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재활상담원은 대상자인 치료종결예정자나 치료
종결자, 장해등급판정을 받은자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해
당 기관을 소개해 주어야 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를 산재근로자에게 확
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재활상담원은 산재근로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
인 구직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사정내용과 연락처가
기재된 의뢰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관에 보내면 운영기관의 직업재
활전문가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 이전에 직업복귀 준비가 이루어지
도록 이들을 설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안은 매년
2만여 명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100여명의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이 이들을 모두 사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상담원의 인원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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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종결
예정자
의뢰서 제출
요양종결자

장해판정

대상자 설득

근로복지공단

위탁운영기관

재활상담원

담당자

복귀/취업

프로그램
참여

/창업활동

장해
등급자

<제2안>
장해등급 판정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위탁운영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이다.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은 현재 치료종결
자, 치료종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요구를 사정하여 위탁운영기관
에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이 지역사회에 있는 장해등급판
정자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위탁운영기관에게 위임하여 자
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때 해당지역의 산재
보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운영기관에 알려주어
야 한다. 특히 치료종결예정자의 경우에는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대상
자 설득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탁운영기관 담당자의 의료기관 및 가정
을 방문하여 이들을 프로그램 참여를 설득하도록 하는 과정은 필수적
이다.

요양종결
예정자

요양종결자

장해등급자

근로복지공단 의뢰서 제출
재활상담원

대상자 설득

장해판정

위탁운영기관

프로그램

복귀/취업

담당자

참여

/창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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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
사회복귀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종결을 기피하려는 산재근로자를 직
접 찾아가 치료종결전 사회복귀를 준비시키기 위한 설득과정은 프로그
램을 시행하는 과정보다 더 어려운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설득
과정에 기존에 업무를 시행해 왔던 재활상담원과 함께 지역사회 직업
재활 전문가들이 시행한다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성공적인 사회복
귀를 위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이 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은 직업적응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탁운영기관에 의뢰해 주어야 하나 인원부족 및 업
무가중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의뢰가 현실적으로 어렴움이 있음을 감안
하고 매년 2만여 명의 산재장애인의 발생 및 낮은 직업복귀율을 감안
한다면 제3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양종결자

근로복지공단
재활상담원

요양종결
예정자

대상자 의뢰
장해판정
위탁운영기관

장해등급자

담당자

프로그램
참여

복귀/취업
/창업활동

이 3가지 안 중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기관간의 협조체계
인데, 특히 위탁운영기관의 대상자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의 효과
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의료기관에 요양중인 자
중에서 직업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을 위탁운영기관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산재근로자의 직업적응프로그램 참여는 산재근로자의 치료종
결을 기피하려는 의도와 상반될 수 있으며, 일 대 일 상담을 통한 대상
자의 프로그램 참여설득 과정에서 산재근로자 자신의 정보유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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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복지공단이 대상자 인적사항을 사
업위탁기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하였는데, 그 회신결과는 <부록 4>와 같다.

제4절 결 론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하나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 실시｣는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산재근로자
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진로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하여 산재근로자 자신의 내적인 치유를 돕고 자기개발에 용이한 사고
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원활한
사회복귀 및 직업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산재장애인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자원에 이 사업을 위
탁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위탁
기관의 사업취지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하여 참여자 특성을 고려
한 사업내용이 되지 못함으로써 중도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대상
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프로그램 운영이 중도에 포기되거나 파
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산재보험 운영자를 비롯한 위탁기
관은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 재활분야를 의료
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부문으로 구분할 때, 직업재활부문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직업적응프로그램 과
정을 통하여 원직장 복귀, 재취업, 창업 등 장애로 인하여 사회참여의
제한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산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재통합을 실현하도록 구체적 행위인
직업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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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과정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
운 환경에 재적응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물며 정상적인 삶
을 살아오다가 장애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
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 재적응 과정은 목적적․계획적․개별적으로 접
근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복귀의 성공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우리나
라 직업재활사업뿐 아니라 다른 여타 재활사업에서도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과정의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에서 독일을 비롯한 일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산재근로자에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
하는 직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의 도입취지에 부합한 사회적
응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여 이 모형을 산재근로자에게 적용함으로
써 얻는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산재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직업복귀
에 대한 준비를 완료케 함으로써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종
결을 기피하려는 사회참여 기피현상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둘째,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종결을
기피하거나 현금보상에 집착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다.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산재보험 재정효율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이 자신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
고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노동시장의 여건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장애
인은 낙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귀 이전에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장애수준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련의 준비과정 속에
서 산재근로자의 자신감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직업
재활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과학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산재근로자에게
노동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원직장 복귀, 재취업, 창업의 형태로 사회복귀하였으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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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재적응하여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중도탈락
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지
도를 시행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회복
귀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산재근로자 직업적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
고도 전문화된 지역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으로
산재근로자를 통해 일반인과 장애인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간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참여 및 적응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삶의 향상을 현실적
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운영자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산재근로자의 성공
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련된 관계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자원 모두
가 상호협력하고 서로 활용하여 향후 연결망을 마련하는 기회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림 9-4> 참고).

382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그림 9-4]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프로그램 체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직업적응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기획
기관선정
평가
포상/규제

재활상담원

관계기관

예산

노동부 산재보험과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부장애인제도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관협회

지역사회자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요양종결예정자/요양종결자
․업무전환(원직장복귀/원직장 직종변경)
․재취업(타직장 업종동일/타직장
업종변경)
․창업기술개발

산재보험
재활사업기금

인건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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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03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기관
<부록 5>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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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관련
설문조사(참여자용)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에서 사회복귀까지 총체적인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
축하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
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7개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 산
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을 2002년도부터 지역사회의 종합복지
관, 장애인복지관 및 장해인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산재
근로자 중심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
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2002년도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현재 귀하의 요양 및 보상과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은 절대 남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연구를 위한 통계숫자로만 처리될 것입
니다. 따라서 귀하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
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

7.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 현주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2)786-89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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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2002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
1.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① 프로그램 시작(입학)부터 종료(수료)시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 3번
② 가끔씩 빠졌으나 프로그램 시작(입학)부터 종료(수료)시까지 참여
했다 ☞ 3번
③ 프로그램 중반부터 참여하여 프로그램 종료(수료)할 때까지 참여
했다 ☞ 3번
④ 생각날 때 가끔씩 참여했다 ☞ 3번
⑤ 처음 시작할 때 몇 번 참여하다 그만두었다 ☞ 2번
2. 귀하께서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계속 참여하고 싶었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서
② 사회적응보다는 치료에 전념해야 할 것 같아서
③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서
④ 기타
3. 귀하는 1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시작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석하였다
② 관심있는 프로그램 시간에만 참석하였다
③ 중간에 나가거나 늦게 가거나 하였다
4. 교육을 받은 장소는 주로 어디였습니까?

① 복지관
② 의료기관
③ 직업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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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5. 귀하께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로 교통비를 누가 부담였습니까?

① 본인 부담

② 본인이 부담하지 않음

6. 귀하가 참여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재활사업으로 알고 있었다
② 복지기관․의료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
③ 기타
7.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① 요양중이었다
② 경제활동을 하였다(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③ 구직활동을 하였다(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④ 여가생활을 하였다
⑤ 별다른 일없이 집에서만 지냈다
⑥ 기타
8. 귀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① 위탁기관의 직원이 소개해서
②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소개해서
③ 병원 직원이 소개해서
④ 각종 일간지 및 지역소식지,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등을 보고
⑤ 아는 사람의 소개로(이웃, 친지, 친구의 권유)
⑥ 기타
9. 귀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이 귀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
까?

① 취미생활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② 산재보상과 관련된 경험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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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직․창업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④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싶어서
⑤ 기타
10. 귀하가 참여하신 프로그램 내용 중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
까?

① 심리상담을 비롯한 심리재활프로그램
② 구직․창업관련 교육
③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가활동
④ 의료상담 및 교육
⑤ 컴퓨터관련 교육
⑥ 산재보상 상담 및 교육
⑦ 도움 안됨
⑧ 기타
11.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①
내

용

빈약

②

2) 귀하가 원했던 종류의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3) 이 프로그램이 귀하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습니까
4) 다른 산재장애인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겠습니까
5) 귀하가 받은 교육서비스 양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6) 이 프로그램이 귀하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7) 전체적으로 귀하가 받은 프로그램에
만족하십니까

④

그저 좋았다 매우

했다 그렇다
1) 귀하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③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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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시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9)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에 만족하십니까
10)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기관 및 설비, 제반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11)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12. 귀하께서는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자신감이 생겼다
② 대인관계가 좋아졌다
③ 구직․창업을 하게 되었다
④ 건강이 좋아졌다
⑤ 취미가 생겼다
⑥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⑦ 기타
13. 귀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함께 참여했던 분들과 현재까지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②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는 서로 연락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③ 현재까지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14. 사회적응프로그램이 끝난 후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복지관(장애인협회)
직원과 현재까지 연락을 하십니까?

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②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는 연락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③ 현재까지도 직원과 연락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 등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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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는 산재근로자와 일반장애인이 함께 재활프로그램(직업적응훈련, 직
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같은 장애인이므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한다
② 시설은 함께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램은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③ 시설과 프로그램 모두를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④ 관계없다
16. 귀하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직․창업을 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② 심리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③ 건강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④ 산재보상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⑥ 산재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좋다
⑦ 기타

산재사고와 생활실태
회

17. 귀하는 산재사고가 몇번 발생하였습니까?

18. 산재사고는 언제 발생하였습니까?

년

월

일

19. 가장 심한 장해를 남긴 산재사고는 갑작스러운 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업병이었습니까? 주요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1) 부 상 (진단명 :
2) 직업병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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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하는 현재 신체가 어떤 상태입니까?(복수응답 가능)

상 태
마 비
강 직
(골절 등)
절 단
화 상
기 타

부상부위
①
1) 마비
전 신
2) 상지
손가락
3) 하지
발가락
4) 척추
경 추
5) 상지
손가락
6) 하지
발가락
7) 화상
머 리
8) 기타 부위

②
하지
손목
발목
흉추
손목
발목
몸통

③
우측
팔꿈치 이하
무릎 이하
요추
팔꿈치 이하
무릎 이하
상지

④
좌측
발꿈치 이상
무릎 이상
팔꿈치 이상
무릎 이상
하지

21. 귀하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① 입원치료중임

☞

25번으로

② 통원치료중임

☞

25번으로
급

③ 신체장해등급 받았음 (
22. 치료종결은 언제였습니까?

호)
년

☞ 23번으로

월

일

23. 장해급여 수령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일시금

② 연금

③ 선급지급금 ＋ 연금

24. 귀하는 현재 보장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사용중이다

☞

1) 사용중이거나 필요한 보장구

②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

지체장애 ① 상지의지

③ 필요없다

② 하지의지
③ 보조기
④ 휠체어
⑤ 목발(지팡이)
시각장애 ⑥ 안경
⑦ 의안
청각장애 ⑧ 보청기
언어장애 ⑨ 인공후두
기타

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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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하는 현재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예
26. 누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까

① 배우자

② 부모․형제․자녀

③ 직업간병인 등
27. 귀하의 산재발생 이전과 현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28. 산재이후(월지급 받는 장해연금과 월임금을 합해서 계산)의 월평균소득
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29. 귀하는 장애로 인하여 생계의 변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악화됨

② 보통

③ 좋아짐

30. 부족한 생계비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고 계십니까?

① 산재전에 저축했던 돈을 사용하고 있다
②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를 한다
③ 산재사고 이후로 배우자가 대신 일을 한다
④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
⑤ 은행이나 사채를 쓰고 있다
⑥ 보충할 방법이 없어 부족한 대로 살고 있다
⑦ 기타
31. 귀하의 가정에 가장 큰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② 본인 직장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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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 수입

④ 부모나 자녀 수입

⑤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친지 등)
⑥ 기타

산재사고후의 사회심리적 변화

32. 귀하는 현재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①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당황스럽다
②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③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난다
④ 이젠 아무일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⑤ 장애로 인해 생활의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건강하다
33. 귀하의 가족들은 당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① 거부

② 보통

③ 이해

34. 귀하의 장애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부

② 보통

③ 이해

35. 귀하의 장애로 인한 자녀관계의 변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부

② 보통

③ 이해

36. 귀하의 장애로 인한 친구관계의 변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부

② 보통

③ 이해

37. 귀하에게는 본인 스스로 장애를 수용하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소요되었습니까?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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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년 이내

④ 3년 이내

⑤ 3년 이상

⑥ 현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8. 귀하는 사고후 장애로 인해 삶에 대한 포기(자살)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생각만 해 봤다

39. 귀하에게 현재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① 건강문제

② 경제적 어려움

③ 대인관계

④ 무력감

⑤ 이동문제

⑥ 기타

산재사고 및 서비스실태
40. 귀하는 병원에서 요양(입원/통원)중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서비스를 받은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기
입해 주세요)

①
없다

내 용
1) 휠체어, 의지, 보조기 사용법 및 보장구 적응훈련
2) 합병증 관리 및 증상 재발 방지 상담이나 교육
3) 대소변처리, 성생활 등 일상생활 적응향상을 위
한 상담․교육
4) 가족문제(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5) 우울증, 불안, 부적응에 관한 정신․심리 상담이
나 치료
6) 직업관련 상담이나 소개
7) 산재보상 및 법률 상담
8) 기타(

)

있다
②
③ ④
불만족 보통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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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귀하는 요양중이거나 치료종결 후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참여하였다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아
래 보기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내

①
②
어디서
아니오 예

용

1) 직업재활 훈련비용, 훈련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2) 전에 했던 일과 다른 업종의 직업훈련을 받았다
3) 사고발생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에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4) 사고발생 사업장에서 타업종에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장애인 전용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6) 내 장애가 어느 직업에 적합한지 직업적성검사를
받아 보았다
7) 장애수준에 맞는 직업에 적응하도록 직업적응훈련을
받아 보았다
8) 직업재활을 받기 전에 장애수준에 대한 의료평가를
받아 보았다
9) 직업을 얻기 위한 상담이나 구직알선을 받아 보았다
10) 창업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 보았다
11) 기타
※ 보기 : ①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

② 산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

③ 공공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④ 인정직업훈련원

⑤ 사설학원

⑥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⑦ 사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
⑧ 종합복지관

⑨장애인 복지관

⑩ 보기에 없는 경우 해당란에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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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하는 현재 어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①
②
불필요 그저그렇다

내 용

③
필요

1) 심리상담이나 치료
2)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적응훈련
3) 검사 및 치료
4) 합병증 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
5) 직업을 갖도록 지원
6) 창업(장사)을 위한 지원
7) 산재보상 및 소송관련 상담
8) 보장구 관련 지원
9) 가사생활 지원
10)가족상담 및 지원
11)성생활 상담 및 지원
12)사교생활 상담 및 지원
13) 기타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정도

43. 귀하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장애인카드 발급)을 하셨습니까?

① 아니오 ☞ 1)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인등록제도 자체를 몰라서
② 제도는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제도는 알고 있지만 등급에 해당되지 않아서
④ 제도는 알고 있지만 장애인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⑤기타
②예

☞ 2)

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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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직업실태
44. 귀하는 치료종결 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① 아니오 ☞ 1) 직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나이가 들어 일하기 어렵다
② 산재보험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③ 취업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 포기했다
④ 장사를 하고 싶지만 망할까봐 두렵다
⑤ 산재 입은 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⑥ 기타
②예

☞ 2)직장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① 신문․TV․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
를 알아 봄
②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봄
③ 공공직업안내소(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찾아가
일자리를 알아 봄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알선을 이용함
⑤ 장애인복지관의 취업알선을 이용함
⑥ 사설기관의 취업알선을 이용함
⑦ 직업훈련을 받음
⑧ 가족, 친구, 친척 등 아는 사람에게 부탁함
⑨ 창업지원에 대해 알아 봄

45. 귀하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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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아니오

②예

47. 산재 입은 전보다 적은 임금이라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곳을 찾고 싶다
② 임금은 적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일반적 사항
48.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49. 귀하의 현재 나이는?

① 40세 미만

② 40∼50세 미만

③ 50∼60세 미만

④ 60세 이상

50. 귀하의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중퇴) 이하

② 중졸(중퇴)

③ 고졸(중퇴)

④ 전문대졸 이상(중퇴)

51. 현재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별거․사별

④ 기타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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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직업적응프로그램 관련 서식
1. 사업체 조사 양식
1) 사업체 대장
회사명
홈페이지

무

주소
업종

중성섬유(주)

연락처1

대표자

연락처2 팩스)053-551-31**

대구 서구 중리동 1059번지
기술․생산 생산품

자본금

섬유

연매출액

053-551-3103

담당자

김 * *

장애인근로자 / 상시근로자

0/86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 복리후생
급여(월/주/일/시)

487,200

상여금/수당

의료보험 (유/무)

고용보험
(유/무)

산재보험
(유/무)

기숙사

국민연금
(유/무)

장애인
편의시설

연/월차휴가

식사
제공

식사 제공

경사로 / 엘리베이터/ 리프트
(
)

무 / 입주가능/ 입주불가
부대시설
반드시 입주

기타

퇴직금(유/무)

탈의실 / 운동장 / 휴게실 / 식당 /
공중전화 / 자판기 / 통근차량

정수기 있음

3) 고용계획
필요
0명
인원
장애유형
및
자격조건

나이
성별 남 0명 학력
모집
인원
(상/하)
(상/하) 여 0명 (상/하)
기간 채용시
정신지체/ 지체/ 언어․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 정신장애/
신장․심장/ 기타
외국어능력․전산능력
기타 요구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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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의 태도
중요도 ▶

상

중

사업주의 태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지지적) 기타
(장애를 이해)

관리자의 태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지지적) 기타
(장애를 이해)

5) 교통편(상)
전철/
지하철
버스

호선/

역에서

호선/

역에서

- 번호: 105 (좌석) 524 (일반)
- 정류장: 서대구 공단 네거리
- 연계:

6) 약도(구체적으로 작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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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분석지

신상
정보

이

정○○

나

름

(지체 2급)

이

주

32세 성별여/남 신장
175

cm 몸무게 80

kg

결혼
유무

경북 군위군 서부 3리 ......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족
관계

810210 - 1×××××
전화번호
054) ××× - ××××
동거/
관계 연령 학력 직업
경제적 여건
장애
자영
아버지 65세
재정원(월평균 소득)
업
어머니 62세
주부
가족 태도
동생

24세

활용가능자원
기타

1. 개인 용모는 어떠한가? - 외모의 특별한 사항은 없다. 청결한 상태이다.
2. 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 행동에서 장애를 알지 못한다.
개인
적
특성

3.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의 횟수는? - 관찰하지 못했다.
4. 스트레스나 비난의 조절 능력은? - 관찰하지 못했다.
5. 의사소통 방법은? - 의사소통에는 크게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6. 과제의 주의 집중이나 인내정도는? - 정신지체에 비해 주의집중이 잘 되는 편이다.
7. 변화의 수용 능력은? - 관찰하지 못했다.
8. 사회적 상호관계 정도는? -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선호하는 작업 스케줄은? - 관찰하지 못했다.

2. 교통 수단 이용 가능성 정도는? - 주로 집에 갈 때 아버지 차를 이용한다.
시간 3. 이동기술 수준은?
이동 4. 거리 보행 기술 정도는? - 보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요인 5. 시간을 분별하는 기술 능력은? - 시간을 볼 줄 안다.
6. 작업공간에 대한 방향 감각 정도는? - 크게 어려움이 없다.
7. 신체적 이동성 능력은? - 어려움이 없다.
작업
인내
력

1. 지구력 - 크게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작업속도 - 주의 집중은 되지만, 작업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다.
3. 앉아서 하는 작업과 서서하는 - 작업에서의 속도? 차이는 크게 없다.
4. 체력: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 크게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다.
1. 작업에 대한 주도성은? - 관찰하지 못했다.

작업
수행
기술

2. 독자적인 작업과제 수행능력은?-작업속도만 개선시키면,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3. 작업부품의 변별력 정도는? - 변별능력은 뛰어나다.
4. 작업의 정확도는? - 손기민성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5. 초기작업 적응 시간은? -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적응시간이 단축되었다.
6. 강화의 욕구 정도는? - 칭찬을 좋아하고, 반응을 살핀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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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분석 조사 양식
1) 담당 직무
근무부서

본딩실

현장 관리자

직 무 명

본딩

주 작 업

포장

김**

보조작업
직무에서 주요한 사항

불조심

2) 작업 시간
작업 시간(평일)

08: 00∼19: 00
전일제
근무

근무 형태
시간외 근무 (상/ 중/ 하)

토요일

주말 근무

주 / 월(

시간외 근무시간

)회

08 : 00 ∼19 : 00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빈도

정기적/ 부정기적

작업 있을 시 마칠 때까지

3) 작업장 요소
중요도▶

상

작업 위험요소

위험요소가 많다

중
하
위험요소가 약간
전혀 위험하지 않다
있다

서 술:
작업장 환경

열악하다

보통이다

쾌적하다

(온도/습도/조명/ 환기/소음등-구체적으로)
동료간 분위기

비협조적이다

보통이다

협조, 지지적이다

빈번하다

약간 있다

전혀 없거나 무관

청결만 요함

중요하지 않음

서 술:
외부인(고객)접촉
서 술:
용모

청결과 보기좋은
외모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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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요소
중요도▶

상

중

하

손기능

미세한 양손 작업
요구

미세하지 않은
양손작업

한 손 작업가능

완전한 신체활동

약간의 이동작업

한 곳에서만 작업

주의 집중을 매우
요함

대체로 주의 집중
요함

주의 집중 요하지
않음

하루에 5가지 이상
변화

4가지 이하 반복

1가지 반복 작업

3시간 이상
지속작업

휴식없이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강함(20kg이상)

보통(5∼20kg)

별로 요하지 않음

재료 등의 구별이
요구

표시(힌트)에 의한
구별 요구

구별 요구 별로
없음

5과제 이상
순서대로

2∼4가지 과제
순서대로

한번에 한가지 과제

보통 작업

느린 작업

매우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많이 요구됨

대체로 가능하면 됨

중요하지 않음

하루종일 서서 작업

앉기, 서기 혼합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

서 술:
이동능력
서 술:
주의집중력
서 술:
과제 변화 정도
서 술:
작업 지속 시간
서 술:
듣기, 운반하는 힘
서 술:
변별력
서 술:
직무의 연속성
서 술:
작업속도

빠른 작업
(라인 작업)

서 술:
지시이해력
서 술:
의사소통 능력
서 술:
작업자세
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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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상

중

하

문장을 읽고 이해
문자식별 능력 요구
가능

읽기 능력

요구되지 않음

서 술:
숫자 능력

계산이 요구됨

3자리 숫자 읽기
요구

2자리 이하 숫자

서 술:
쓰기 능력

문장기록 능력이
간단한 문자의 기록
요구됨

요구되지 않음

분, 초 단위까지
가능

시간단위의 이해가
필요

요구되지 않음

거스름돈 주고받기 금액을 정확히 파악

요구되지 않음

서 술:
시간개념
서 술:
금전개념
서 술:

5) 기타
사용장비
사용공구
재

료

가위
비닐, 색연필, 띠지

특별용어

STOP

작업복

자유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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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02년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기관
1. 기관별 프로그램명
기 관 명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개인-가족-사회적 지지체계의 통합적 적용을
통한 산재근로자 사회복귀지원 네트웤 구축
프로그램-다시 찾은 나의 자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산재근로자의 자신감 향상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도전과 극복”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광주재활훈련원 산재장해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산재근로자의 자기역할 찾기와 역할강화를 위한
“내 마음의 중심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산재장애인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능력개발사업

인천기능대학 평생교육원

산재근로자 소자본창업과정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

한국산재근로자협회

산재장해인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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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프로그램 목표
기 관 명

목

표

1. 장해유형 및 장해기간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집단상담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사회적 안정감 회복
2. 직장복귀적응을 위한 직업재활능력 배양 및
직업능력개발
3.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및 가족기능
회복프로그램 제공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지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가정내 지지체계강화
4.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복지사업 연계를
통한 산재장애인의 신체적 재활지원
5. 지역내 산업장해인 재활관련기관간 네트웤
구축을 통한 산업장해인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
2.
3.
4.

심리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
자활의욕 고취
가정해체 예방
자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1. 산재장해인의 건강증진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2. 산재장해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신감 회복
3. 산재장해인의 창업 및 취업 지원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1.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인정
하고, 부정적인 심리반응을 재사회화하여 사회
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심리적 재활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인 충격과 분노를 해소하여 심
리재활이 이루어지게 한다.
3. 직업의식을 강화하여 근로자 스스로 취업기회
에 대한 열정과 동기 및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
4. 장애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하며, 소극
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 자신감과 자
아존중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독립
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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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1. 산재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익을 담당
케 한다.
2. 장애의 수용으로 사고의 전환과 긍정적인 자기
계발 의식을 향상시킨다.
3. 가족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감의 형성과 자
신감을 회복시킨다.

인천기능대학 평생교육원

1. 장해를 극복하고 얼마든지 창업하여 새로운 출
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
2. 자신의 장해정도, 적성, 능력, 흥미, 경제여건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가능범위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자신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아이
템 발굴
3. 창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 점포선정, 마케팅
및 홍보전략, 회계, 경영 노하우 등을 익히고 창
업현장 방문, 성공사례, 모의창업실습과 컨설팅
을 통하여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산재근로자협회

1.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사회적응력 제고
2. 육체적 재활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의 정착

3. 기관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기 관 명

대 상 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요양종결자(장해등급판정자), 요양환자(입원, 통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요양종결자(장해등급판정자), 요양환자(입원환자,
통원환자)
* 실제로는 장해등급 1-7급 해당자와 통원환자만
참여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종결자(광주재활훈련원생)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요양종결자(장해등급판정자), 요양환자(입원, 통원)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요양종결자(장해등급판정자), 요양환자(입원, 통원)

인천기능대학 평생교육원

요양종결자(장해등급판정자), 요양환자(입원, 통원)

한국산재근로자협회

요양종결자(장해등급판정자), 요양환자(입원, 통원)

422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4.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내

용

산재장애인간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사회적응
- 단체야외활동(문화유적지견학)
훈련 및
- 재활스포츠(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재활스포츠
활동지원 및 스포츠동아리 운영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간 의견교환,
정보교환, 기타 친목도모 등 자발적
자조모임
자조모임 형성 지원 및 구성원간
운영
자율적 운영 지원
장애를 극복하는 정신, 창업과
관련되는 각종 법률지식 및
장애인혜택관련 정보, 장애인창업사례,
창업특강
상권분석방법 및 판매․고객관리 등의
내용 특강
남구
- 복지관 법률상담사업과 연계한 수시
노동 및
종합 산재관련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사회 상담 및
- 지역 노무사 사무소와 연계한
복지관 특강
노동․산재 문제해결 특강실시
-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촉진공단과의 협조 관계를 통한
관련기관간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적절한 욕구 및
직업상담 및 장해정도에 맞는 직업 영역의 사정
직업 계획 - 취업담당 직원과의 수시 접촉을
통한 대상자의 적절한 구직 활동
수립
지원

장 소

강사

기간(횟수)

직업재활상
90분 9회
담사(외)
사회복지사
9시간 1회
(내)

직업재활상
1시간 3회
담사(외)

외부강사

90분 5회

외부강사

90분 1회

사회복지사
수시
(내)

- 가족소개 및 별칭짓기
가족관계
강화캠프

부부댄스
스포츠

- 부부특강
- 자녀특강
- 편지쓰기및발표회,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댄스스포츠 운영

외부강사,
22시간
레크리에이
1회
션강사(외)
댄스스포츠
95분 10회
강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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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내

용

장 소

강사

기간(횟수)

- 가정의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한
생활상담, 가정봉사원파견,
가사서비스, 학습지도, 후원금 연결
등의 서비스 지원
- 거주지 인근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사회복지사
수시
(내)

- 물리치료
- 재활치료
- 개인위생관리

사회복지사
수시
(내)

편의기구,
시설제공

- 복지관 휠체어리프트 차량, 보행기,
보장구, 이동변기 등의 편의시설
대여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
편의제공

사회복지사
수시
(내)

심리진단

개인별 전문적인 심리진단

사이코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 실시

미술치료

원예치료를 미술치료로 변경하여 실시 강당

재가복지
서비스 및
사례관리
서비스

남구
종합
사회
보건의료
복지관
서비스

치료
남동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법을 이용한
레크리에이
장애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션
종합복
- 한글 및 윈도우 과정
지관 컴퓨터 교육
- 인터넷 검색과 활용
휴식 및
여가
프로그램

강당

1기-6회
1기-8회
2기-12회

심리
운동실

1,2기-13회

컴퓨터실

1기-31회
2기-30회

점심식사후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노래부르기

문화체험 및
영화관 이용, 야유회
여가 활동
대전
장애인
개인상담
정보화
협회

- 가족나무그리기
- 개별개입을 통한 장애에 대한 충격완 상담실
화 및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

내부강사2

1기-5회
2기-7회
1시간 60회
(1인 2회)
1기-1시간
34회
2기-1시간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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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내

자기관리방 법익히기
-

용

장 소

강사

기간(횟수)

휠체어 사용법 익히기
보장구 위생관리방법익히기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방법과 건강
정보 제공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일생동안 감수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움

1기-서구
건강체련
1시간 8회
내부강사2,
관강당
2기-80분
외부강사1
2기-디자
6회
인실습실

집단상담

-

집단구성원 선정
자기소개, 주제선정
구두편지 쓰기 및 분임토의
역할 바꾸기
자기성취 프로그램

1기-서구
건강체련
외래강사
관강당
2기-디자
인실습실

정보활용

-

인터넷 활용하기
한글문서 만들기
구직등록 하기, 취업정보 활용하기
구직관련 홈페이지 찾고 활용하기

90분 43회
1기-컴퓨
1기-4시간
터강의실
내부강사2 17회
2기-디자
2기-90분
인실습실
41회

대전
장애인
정보화 직업정보
협회

창업스쿨

놀이치료

1시간 2회
2기-80분
2회

- 근로의욕 및 욕구 설문조사
1기-서구
- 직업재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건강체련
- 직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선택을 위한
외래강사
관강당
직업재활상담
2기-디자
- 현실감 있는 직업정보 및 미래의 직
인실습실
업정보 제공

1시간 8회
2기-80분
6회

1기-서구
건강체련
외래강사
관강당
2기-디자
인실습실

1시간 8회
1기-80분
8회
2기-80분
8회

1기-서구
건강체련
외래강사
관강당
2기-디자
인실습실

1시간 4회
1기-80분
4회
1기-80분
4회

-

창업정보 취득방법 및 활용방안
사업계획서 작성법
기업설립 절차 및 사업자 등록
소자본 창업과 경영

치료레크리에이션

1기-서구
건강체련
경험담 및 성공사례를 나누면서 불안감
체험나누기
외래강사
관강당
해소
2기-디자
인실습실

1기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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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내

용

OT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
주도적인 삶과 고정관념깨기
효율적인 공동체 및 종합정리
부산산
친밀감 형성 및 레크리에이션
업 재 해 가족대상 교
장 애 인 육훈련
가족의 이해와 소중한 것
협회
토론발표 및 종합정리

강사

기간(횟수)

부산진구청
외래강사 2시간 12회
중 회의실
상동

외래강사 2시간 12회

상동

외래강사 2시간 12회

부산진구청
외래강사 2시간 2회
대회의실
상동

외래강사 2시간 2회

상동

외래강사 2시간 2회

상동

외래강사 2시간 2회

척수장애인 척수손상과 신경회복성의 인지 및 기능
상동
성재활교육 적 치료

외래강사 2시간 2회

OT

경험적 치료 및 종합정리
창업적성
검사

인천
기능
대학
평생
교육원

장 소

상동
인천중앙병
원 강의실
(이하모두)

외래강사 2시간 2회
2시간 1회

소호창업

2시간 1회

상권 및 입
지선정

2시간 1회

프렌차이즈
창업일반

4시간 1회

마케팅기법

2시간 1회

고객관리

2시간 1회

상사중재와
분쟁해결

4시간 1회

유통업창업

4시간 1회

판매촉진

2시간 1회

창업지원
제도

2시간 1회

기초세무

2시간 1회

사회보험
관리

2시간 1회

점포
인테리어

2시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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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내

창업아이템
선정전략

용

장 소

강사

기간(횟수)
2시간 1회

외부강사
인천기능 2시간 1회
대학장

특강
현장견학
모의
인천 창업실습
기능 개별창업
대학 상담
평생 부동산계약
교육원 실무
*1회차만
진행 홍보 및
광고전략

외부강사 2시간 1회
강사변경 2→6시간
4시간 1회
2시간 1회
2시간 1회

창업적성
검사결과
통보 및
상담

4시간 1회

성공사례
특강

외부강사
2시간 1회
강사변경
소개

감정전달
한국산
자기표현
재근로
프로그램
자협회

자기주장1

자기주장2

사교적 대화

재활복지
1회성민병원 연구소장
2회상담실장
성서복음
(내)
의원예배
실
상담부장
1시간 5일
3,4회(내)
대전중앙
상담실장
병원강당
(내)
5,6회충북장애 재활복지
인복지관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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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기관명

프로그램명

자기성장
프로그램

한국
산재근로
자협회

내

용

장 소

강사

인간적 관심

상담부장
(내)

자아 존중감 형성

재활복지
연구소실장

인간관계훈련

상동

상담실장
(내)

자화상

상담부장
(내)

쿨시트 및 마무리

재활복지연
구소실장

MBTI 성격검사

Group 작업1
성격유형을
통한 가족의 Group 작업2
역동성 이해
Group 작업3

Group 작업4

기간(횟수)

1시간 5일

1회성민병원
2회성서복음
의원예배
부천사회교
실
육협의회1, 1시간 5일
3,4회재활복지연 1시간 6일
지역본부,
구소1
장애인체
육재활원
5.6회지부사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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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별 인력구성
기관명

인
내부인력

남구종합사회 사회복지사 1명
복지관 총 1명

계

9명

력

외부인력
장애인직업재활상담사 2명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1명
공단대구지역본부보상부 2명
댄스스포츠강사 1명
여성장애인 연대 및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연계한
강사 1명
레크리에이션강사 1명
총 8명

남동장애인종
합복지관
운동처방사 1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신대학교
7명
1명
종합사회복지
11명
총 2명
관
+ MBTI 전문강사
1명 총 3명

협회장 1명, 사무국
대전장애인정 장 1명, 컴퓨터 전 13명
보화협회 문강사 1명
15명
총 3명

부산산업재해
회장 1명
장애인협회

11명
17명

MBTI 전문강사 1명
요가강사 1명, 수지침강사 1명
창업관련회사대표 1명
한국전통의학연구소장 1명
레크리에이션강사 1명
총 5명
+ 나주청소년상담실장 1명, 꽃꽂이강사 1명
요가강사 1명
총 8명
공주대평생교육원교수(자기관리) 1명
공단직업재활부(직업정보) 1명
중소기업청(창업스쿨) 8명
총 10명
한의학과 교수(자기관리) 2명
발관리강사 1명, 수지침강사 1명
공단직업재활부(직업정보) 1명
사회복지학과교수(직업정보) 1명
정부고용안정센터팀장(직업정보) 1명
중소기업청(창업스쿨) 5명
총 12명
사회복지학과 교수(심리안정,사회적응) 2명
장애인기업인협회회장( 〃 ) 1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1명
한국교양문화협회 회장(가족교육훈련) 1명
변호사( 〃 ) 1명
경성대사회교육원장( 〃 ) 1명
의대교수(척수장애인성재활교육) 2명
총 10명
산재환자( 〃 ) 1명
동의대법대교수(심리안정,사회적응) 2명
법무사( 〃 ) 1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부장( 〃 ) 1명
사회인류학박사( 〃 ) 1명, 사회복지사( 〃 ) 1명

부 록 429

기관명

인
내부인력

계

력
외부인력

성화정보대표( 〃 ) 1명
한국경영조직연구원장( 〃 ) 1명
아주좋은여행사이사( 〃 ) 1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 ) 2명

부산산업재해
장애인협회

한국교양문화협회 회장( 〃 ) 1명
프로사진작가( 〃 ) 1명, 세무회계사( 〃 ) 1명,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 ) 1명
부산광역시스피치아카데미원장( 〃 ) 1명 총 16명

인천기능대학
평생교육원
상담실장 1명
한국산재근로
상담부장 1명
자협회
총 2명

6명

재활복지연구소(자기표현, 자기성장) 2명
부천사회교육협의회재활복지연구소(성격유형을 통한
가족역동성이해) 2명
총 4명

430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6. 기관별 프로그램 평가방법
기관명
남구종합사
회복지관

평가방법
프로그램명

평가도구
프로그램 도움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변화정도
자존감척도,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평가기준

사회성 척도

실시전후 비교

프로그램 도움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변화정도
자아존중감척도,
동신대학교
종합사회

자기효능감척도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실시전후 비교

프로그램 도움정도,
설문지

변화정도
대전장애인
정보화협회
부산산업
재해장애인
협회

프로그램 만족도,
변화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변화정도

인천기능

프로그램 도움정도,

대학평생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원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변화정도
설문지
*변화정도

한국산재
근로자협회

프로그램 만족도,
변화정도

1) 산재 특히 장해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완화
2) 산재 및 의료관련제도의 이해로 불안한 심리
상태 극복
3) 자아감 회복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
4) 미래에 대한 자신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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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03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기관
1. 기관별 프로그램명
기관명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산재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퇴원한 재가 산재장해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
램
산재근로자의 자신감고취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
그램-“희망과 도약”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산재근로자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산재장해인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여가생활 능력향상을 통해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산재장해인들의 ｢세상속으로｣”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산재근로자의 자기역할 찾기와 자기역할 강화를 위한 “내 마
음의 중심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산시장애인복지

산재근로자 자립기반마련을 위한 창업스쿨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세상의 중심에 선 우리”

성분도복지관

산업재해장해인의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산재근로자 사회적응을 위한 “클릭! 행복한 미소”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Bravo! my life!
(중증 산재장애자를 위한 심리재활․사회재적응 프로그램)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산재장해인의 전인적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한강성심병원

화상입은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

부천시원종종합사회복지관

산재근로자의 생활재활과 바른 사회적응을 위한 스포츠․사
회․심리 재활프로그램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산재근로자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심리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개인-가족-지역사회 통합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산재장해
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다시 찾은 나의 자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산재장애인 자신감향상 및 사회적응 심화프로그램 “도전과 극
복Ⅱ”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또 하나의 나를 찾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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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프로그램 목표
기관명

목 표
1. 중증산재재가장애인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
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킨다.

2. 산재장애인의 가정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신체적,사회적,직업적 자립능력 향상
구리시장애 3. 자조모임구성을 통해 자기결정능력을 배양하고 권리를 신장하여 자립생활 성취
인종합복지
및 실현을 돕는다.
관
4. 자기결정능력과 자신감을 배양하여 자아감 증대
5.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통합 촉진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6. 산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 촉진
1. 퇴원한 산재 장해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신감 회복
쌍촌종합사
2. 퇴원한 산재 장해인의 창업 및 취업 지원
회복지관
3. 퇴원한 산재 장해인의 건강증진
1. 산재근로자의 장애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과 고립감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영도구종합 를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관 2. 전문적 검사를 통한 직업선호경향 파악 및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3. 산재근로자의 건강과 자립능력 회복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1. 직업선호도 탐색과 강의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의 잠재된 취업욕구 개발
2. 사회성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들의 사회성 강화
군산종합사
3. 심리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회복지관
4. 산재근로자의 가족구성원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족치료 및 상담 실시
5. 산재장애인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
1. 산재장해인의 심리적 문제 해소 및 안정감 획득
충청북도장 2.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애인종합 3.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검진
복지관 4. 정서순환을 통한 사회참여 기피 현상을 완화
5. 장해로 인한 가족과의 거리감을 완화하여 가족애를 증진
1.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사회적 재활능력을 향상시킨다.
대전장애인
2.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활용방법 및 컴퓨터활용능력을 배양한다.
정보화협회
3.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재활정보 및 창업정보를 제공한다.
1. 창업강좌를 통한 산재근로자 자립기반 지원
아산시장애
2.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제시
인복지관
3. 창업컨설턴터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창업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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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목 표

1. 개별․집단상담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
해운대종합
2. 직업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심감을 회복
사회복지관
3.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을 통해 사회복귀에의 자신감을 회복
성분도
복지관
화정종합
사회복지관

1. 손상기능에 따른 새로운 여가선용에 대한 태도, 기술을 습득
2. 개인의 사회적 기능활동기술을 향상
3. 가정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연계체계를 구축
1. 산재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고 일상생
활에서 활력을 찾는다
2. 컴퓨터 실무활용 교육,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구직활동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한다.

1. 산재로 인한 정서․심리적인 문제를 개별상담 및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심리적 안
정을 유지한다.
울산남구종
2. 집단프로그램과 다양한 사회경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강화와 자신감을 고취시
합사회
킨다
복지관
3. 사회복귀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준
다.
1. 손상된 자존감의 회복과 심리적 갈등의 해소를 통한 자립의지 강화
성서종합
2. 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통한 역할기능 회복의 촉진
사회복지관
3. 직업재활의 의지 고취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1. 화상입은 산재근로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 마련
한강성심
2. 화상입은 산재근로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의료적 기반 마련
병원
3. 화상입은 산재근로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한국산재노
동자협회
(경인 및
대전)

1. 장해로 발생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대인관계 회복 및 자신감 회복
2.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생활의 만족도 향상
3. 다양한 문화생활 경험을 통한 사회통합능력 향상
4. 경제활동 욕구를 자극하여 심리적 장해극복과 사회복귀 도모

1. 스포츠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킨다.(스포츠재활)
부천시원종
2.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사회심리재활)
종합사회
3.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킨다.(사회심리재활)
복지관
4. 근로의욕을 증진시킨다.(사회심리재활)
1. 건강증진 및 삶의 활력 증진
무등종합
2. 심리안정 및 재활의욕 고취
사회복지관
3. 사회복귀(재취업, 재취업교육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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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목 표

1. 장해유형 및 장해기간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사회적 안정감 회복
2. 사회적응훈련 및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대인관계기술 강화
남구종합 3.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처리기술 강화
사회복지관 4. 가족부양부담 경감 및 가정내 지지체계 강화
5. 지역사회접근성 강화 및 재활정보 제공을 통한 산재장해인의 사회재활 지원
6. 지역내 산재장해인 재활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장해인 통합적 사
례관리 시스템 마련
1. 산재장해인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불안 및 스트레스요인을 해
소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재활을 도모한다.
남동장애인 2. 심리적 불안상태를 개선하여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종합복지관 3. 자존감 및 자신감을 강화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기른다.
4. 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
5. 가정해체를 예방한다.
이화여대 1. 내적치유를 통한 자존감 형성
종합사회 2. 사회기술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 지원
복지관 3. 진로탐색을 통한 자기계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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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구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상자
구리․남양주시 등록 지체장애인 중 산재장애인

쌍촌종합
사회복지관

- 2002년 현재 산재판정을 받아 병원치료 종결 후 집에서 요양중이거나 전
직을 해야 하는 산재환자로서 지체장애 등록을 한 자
- 산재환자 치료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자로 퇴원 이후 참여를 원하는 자
-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의 퇴원한 산재장해인

영도구종합
사회복지관

- 영도구 장해판정자

군산종합
사회복지관

군산지역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산재장애인 중 취업대상자

산재장애인
충청북도 장애인 * 산재장해인협회 협조, 장애인등록시 산재장애인에게 홍보, 산재신청을 위
해 공단을 방문한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홍보, 2002년/2003년 산재직업훈
종합복지관
련졸업생에게 홍보

대전장애인
정보화협회

요양종결자, 요양환자(입원, 통원)
* 우선선발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높은 자, 면접상담을 통
해 개입이 필요한 자, 취업및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사회적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가 필요한 자, 통원요양중이거나 입원종결이
예상되는 대상자 및 요양종결후의 기간이 짧은 자

아산시장애인
복지관

-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에서 의뢰된 산재근로자 중 사회․직업적응훈련
희망자
- 각 기업체 산재근로자 중 교육희망자
- 산재장해인 439명 중 창업교육희망자
- 산재근로자 중 미등록자

해운대종합
사회복지관

부산시내 요양 종결된 산재장해인
* 선정기준
- 산재장해등급 4-14급
- 기혼자 우선
- 60세 이하인 자
- 산재후 3년 미만인 산재장해인
- 요양종결된 산재장해인 - 외부도움 없이 일상생활수행이 가능한 자
* 선정기준
- 기혼자 우선
- 60세 이하인 자 요양 중인 산재장해인
- 산재후 3년 미만인 산재장해인 - 요양이 종결된 산재장해인

성분도복지관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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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화정종합
사회복지관
울산남구종합
사회복지관
성서종합
사회복지관
한강성심병원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이화여대 종합
사회복지관

대상자
산재근로자 중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사람
*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산재근로자단체를 통한 추천
- 요양종결된 산재장해인
- 통원중인 산재장해인
대구남부에 거주하는 통원 산재장해인
- 본원에 입원중인 회복기의 화상 산재환자
- 산재요양을 종결한 화상 산재근로자
2002년 도전과 극복 참가자(산재장해인) 중 선별
* 재활의지가 강하고 재활가능성이 큰 신청자 우선선별
산재처리가 끝난 산재장해인

- 중증장해에 대한 우선권 부여
- 1년 미만의 요양치료 대상자 우선권 부여
한국산재노동자협
- 입원치료 환자의 우선권 부여
회(경인 및 대전)
- 교육 내용에 적절한 대상자 우선권 부여
* 1차교육(1-3급 휠체어 사용자), 2차교육(4-14급), 3차교육(여성산재장애인)
- 산재근로자
부천시원종종합 - 부천시 및 인근지역 거주자
-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산재장해인
사회복지관
-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장해자
무등종합
사회복지관

- 우선대상 : 요양종결 후 산재장해등급 1-14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차선대상 : 통원요양중인 근로자 또는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중인 근
로자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통원․입원․요양치료 중이거나 치료종결된 산재근로자. 입원․통원․요양
치료 중인 산재근로자 중 현대병원 및 영남대의료원의 산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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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강사
기간(횟수)
의료진단 및 의료상담 및 진단
복지관 강당 의사
2
상담
*재활의학 촉탁의를 통해 실시
체력측정, 운동처방, 수중재활운동
지역사회
재활운동
특수체육교사
7
*진단및처방을 통한 재활운동
운동시설 활용
보건교육,자기표
현-간호사
성격검사-상담
성격검사, 직업상담 및 평가, 취업장애인사
자기능력
지도팀장
례발표
복지관 강당
7
개발
직업상담-직업
*초청강좌를 통한 자아발견 프로그램
재활팀장
취업성공사례구리시
시청시설과직원
장애인종합
복지관
지역사회
직업실습 활동 및 현장견학
작업장,
직업실습
4
*직업재활팀 및 기업체와 공동진행
기업체 등
기관명

식물재배, 채소재배, 사회생활 경험 등 사례
원예치료 및
발표
사례발표
*남양주시 소재 주말농장 활용
지역사회기업체에 산재장애인에 대한 인식
기업체관계
개선 및 취업연계
자와 간담회
*간담회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창업교육
요리강좌
사례관리
쌍촌종합
사회복지관
상담
수지침강좌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족집단
프로그램

복지관 및
지역사회이용
시설

4

복지관 강당

1

식생활, 의생활, 사회생활, 현장학습
지역사회
*가정생활, 지역사회 이용훈련
이용시설
내면성찰,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지원, 도전
복지관 강당
의식 함양
성공사례를 통한 창업동기와 목표 설정, 사
업전략수립 및 훈련, 창업과 관련한 실질적
인 절차 및 지원제도 검토, 창업에 이름
요식업에 대한 친숙함과 창업에 대한 자신
감을 줌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개별접근을 통해 문
제사정, 목표수립, 계획수립,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등을 통한 직업상
담, 창업전문교육, 진행중 창업상담, 사례관
리를 위한 초기면접상담

3

사회복지학과
교수

90분 5회

복지관 강당

평생교육원
교수

90분 5회

한식조리교실

대학강사

3시간 3회

사무실

전담사회
복지사

수시

사무실

전담사회
복지사

수시

일상생활에서 질환을 예방하고 인체의 기능
복지관 강당
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전문가의 운동처방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잔존기능회복 및 복지관 강당
근력강화, 건강도모
가족기능강화

요리강사

복지관 강당

고려수지침요
법학회 회장

90분 4회

운동처방학과
교수

90분 15회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4시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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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심리극활용 빈의자, 자기인식, 마술가게, 갈등표출, 분노조
소회의실
프로그램 절, 자기통찰, 미래탐색
집단상담프
집단상담을 통한 욕구표출
소회의실
로그램
볼링-볼링센
스포츠재활
볼링, 탁구
터, 탁구-복지
프로그램
관내
의료지원프
복지관내 복지
대상자의 건강상태 체크
로그램
의원
사회활동프
극장, 노인주
영화관람, 봉사활동 체험 및 평가
로그램
간보호센터
문화활동 비디오 관람 후 느낌 토의
소회의실
영도구종합사
가족상담 희망자에 한해 가족치료 상담 실시
상담실
회복지관
가족소풍 산재근로자 가족소풍 실시
캠프장
컴퓨터 교
문서작성 및 인터넷 검색
컴퓨터실
육
구직계획표
정보수집을 통한 구직계획표 작성
소회의실
작성
MBTI 성격유형검사, 흥미, 적성, 직업선호도검
소회의실
직업탐색프 사지 작성
로그램
전문가의 검사지 해석 및 상담
공단부산지부
기관명

한식조리
작업시도프
자동차정비
로그램
제과제빵
MBTI 성격
자신의 성격과 성향에 대한 이해
검사
미술치료 현재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

조리교실
카센터
제빵 훈련원
강당
강당

분노조절프 심리적으로 위축된 산재근로자의 분노를 조절
강당
로그램
하도록 한다
대인관계프 심리적으로 위축된 산재근로자가 적극적인 대
로그램
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재활에 있어서 가족구성
가족치료강
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계를
군산종합사회 의 및 상담
강화하도록 한다
복지관
스트롱 직
자신의 직업선호도에 대해 파악한다
업흥미검사
MDS 직업 자신의 직업선호도를 바탕으로 자신이 현재 할
탐색검사 수 있는 직업에 대해 파악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탐색
여러 가지 사항을 강의를 통해 인식하여 재취
강의
업의 욕구를 강화시킨다
산재장애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컴퓨터활용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취업
교육
의 기술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강당
강당
강당
강당
강당

컴퓨터실

강사
의료사회
사업가

기간(횟수)
3시간 3회
3시간 1회
3시간 2회

의사

3시간 1회
3시간 2회
3시간 1회
3시간 1회
1일 1회

컴퓨터
강사

3시간 2회
3시간 1회
3시간 1회

공단 재활
상담가
조리사
정비사
제빵사
MBTI전문
강사

3시간 1회
6시간 4회
6시간 4회
3시간 1회
4시간 1회

4시간 1회
남원시청
소 년 상 담 4시간 1회
실 직원
상담지도
4시간 1회
사
청소년상
4시간 1회
담전문원
부장(내부
4시간 1회
인력)
MDS 직업
4시간 1회
탐색사
4시간 1회
컴퓨터강
16시간 1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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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명

집단심리상
담

론볼링

볼링

충청북도장애 수영
인종합복지관
단전호흡교
실
야외현장학
습
성취프로그
램

캠프
물리치료
건강관리
개인상담
집단상담
정보활용
대전장애인
정보화협회

직업정보

창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내용
장소
▷10주간의 교육과정(감정정화,자
기이해,자기노출,자기잠재력확인,
자기수용,미래탐색)
복지관 프로그램실
▷개별심리상담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아발견
▷타산재장해인과의 의견교환
▷잔디구장에서 2주에 한차례의 론
볼링 실시
탄금대 잔디구장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론볼
링 동아리로 육성
▷일반볼링장을 사용하여 2주1회
실시
그린볼링프라자
▷여가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활성화
▷장애인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
청주곰두리체육관
는 곰두리체육관에서 무료 강습
▷전통심신수련법으로 몸과 마음을
복지관 강당
맑게하여 안정을 찾아주는 수련법
▷장애로 인하여 찾아가지 못했던 한국도자기청주본사
유적지, 관광지 등을 관람
, 독립기념관
▷재취업 및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복지관 프로그램실
-면접기술, 대인관계능력 향상, 직
장예절교육, 자신감 부여 등
▷훈련중인 산재장애인, 가족참여
의사 타진, 가족과 함께 할 수
낙산 프레야 콘도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
▷정기적인 물리치료 실시
복지관 물리치료실
▷대상자의 건강에 문제 있을 때
복지관 건강관리실
항상 투입
장애수용을 위한 개별개입 상담

상담실

동료상담,
역할극
컴퓨터운영체제 이해, 인터넷 활용,
한글문서 작성, 엑셀문서관리
근로의욕 및 욕구설문조사, 직업재
활 정보제공, 직업목표설정과 직업
선택, 구직관리
창업아이템, 입지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점포임대차 계약 및 창업세
무 실무, 창업정보 취득방법 및 자
금조달 안내, 사업홍보 전략, 고객
응대와 비즈니스 매너 등

학습강의실
학습강의실
디자인실습실

강사

기간(횟수)

발달심리사(내부
인력),
2시간 10회
한마음카운셀러센
터실장(외부인력)
사회복지사2, 성
인팀장1,인턴1(내 2시간 5회
부)
성인팀장1,직업훈
련교사1,그외1(내 2시간 5회
부)
성인팀장1,물리치
2시간 5회
료사1(내부)
성인팀장(내부)

2시간 5회

성인팀장(내부)

1일 1회

성인팀장(내부),
고용안정센터팀장 5일 1회
(외부)
성인팀장1,사회복 1박 2일
지사2(내부)
1회
물리치료사2(내부) 1시간 10회
간호사(내부)

항상

자문위원, 사회복 40시간
지사(내부)
40회
자문위원1(내부) 9시간 6회
자문위원1(내부) 3시간 2회
48시간
컴퓨터강사
32회

디자인실습실

교수,고용안정센
3시간 8회
터팀장,공단지사

디자인실습실

창업관련강사4명 1.5시간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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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자립지원
대전장애인
정보화협회

가족지원

창업과정
프로그램

아산시장애인
복지관
재활의욕
증진과정

사회적응
과정

나를 찾아 떠
나는 여행
집단 속의 나

마음을 열어요

새로운
위해

삶을

집단상담
산재노동특강

장소

강사

기간(횟수)

협회장(내),편집국
3시간 1회
장(외)

보장구 관리방법

디자인실습실

발관리
수지침
미술치료

디자인실습실
디자인실습실
디자인실습실

발관리사
전문강사
전문강사

가족간담회

학습강의실

사회복지자(내부) 1.5시간 1회

가족캠프

학습강의실

사회복지자(내부) 3시간 1회
2시간 1회
4시간 2회
1박2일 1회
교수
2시간 2회
강사
2시간 2회
강사
2시간 2회
교수
2시간 2회
미정
2시간 2회
교수
2시간 2회
강사
2시간 2회
교수
2시간 2회
미정
4시간 2회
부장(내)
2시간 2회
교수,미정
1시간 4회

음악감상회
운동경기관람
수련회참가
무점포형프렌차이즈업종 선정
창업절차 및 고려사항
창업아이템 선정
인터넷 쇼핑몰 마케팅 전략
소호창업과 전망
윈윈마케팅전략과 아웃소싱
자금조달/창업세무
시장조사/분석기법
창업현장견학
자아 효능감인식과 자아존중
재활의욕과 건강유지 방법

문화체험
사업

해운대종합
사회복지관

내용

프로그램명

엑스포아트홀
체육관
대천해수욕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통합교육장
미정
신정호 국민관
정서함양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
광단지
신체기능강화프로그램(수영교실)
스파비스
심리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강화교육) 미정
정신력강화프로그램
영인산
MBTI 성격검사, 자기수용훈련, 자기
연수실
표현훈련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대화의 방법 익히기
연수실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스트레스 해결하기, 스트레스 해소
전후 심리상태 미술활동으로 표현, 연수실
집단응집력 강화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집단응집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전
연수실
후 심리상태 미술활동으로 표현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싸이코 드라마
연수실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산재노동특강
연수실
치료레크리에이션(노래교실)
활동실

4.5시간 3회
4.5시간 3회
9시간 6회

미정

2시간 2회

미정
의사
미정

2시간 2회
2시간 2회
4시간 2회

전문상담가

2시간 2회

전문지도가
PET전문가
전문지도가

1시간 2회
2시간 1회
1시간 1회

전문상담가

2시간 1회

전문지도가

1시간 1회

전문상담가

2시간 1회

전문지도가
전문상담가
전문지도가
산재관련전문가
노래교실강사

1시간 1회
2시간 1회
1시간 1회
2시간 1회
1시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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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내용

프로그램명

MBTI 성격검사, 자기수용훈련, 자기표현
나를 찾아 떠나
훈련
는 여행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대화의 방법 익히기
집단 속의 나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스트레스 해결하기, 스트레스 해소 전후
심리상태 미술활동으로 표현, 집단응집력
마음을 열어요
강화

강사

기간(횟수)

연수실

전문상담가

2시간 2회

활동실
연수실
활동실

전문지도가
PET전문가
전문지도가

1시간 2회
2시간 1회
1시간 1회

연수실

전문상담가

2시간 1회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집단응집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전후 심
연수실
새로운 삶을 위
리상태 미술활동으로 표현
해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싸이코 드라마
연수실
집단상담
치료레크리에이션(단전호흡, 명상)
활동실

전문지도가

1시간 1회

전문상담가

2시간 1회

전문지도가
전문상담가
전문지도가
산재관련전문
가
노래교실강사
직업상담가
노래교실강사
마케팅전문가
노래교실강사

1시간 1회
2시간 1회
1시간 1회

산재노동특강
해운대종합
사회복지관

장소

산재노동특강

연수실

치료레크리에이션(노래교실)
적성검사
직업상담
치료레크리에이션(노래교실)
취/창업 특강
창업교육
치료레크리에이션(노래교실)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학습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 수강료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
가족지원
시킴
프로그램
필요한 경우 사회적인 후원 및 장학단체
에 지원대상으로 추천/의뢰를 통해 경제
적 부담을 감소시킴
자조단체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통해
자조모임 구성
회원을 모집 발대함

활동실
연수실
활동실
연수실
활동실

가족야유회
지역자원봉사
활동
여가활동

프로그램실

개별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실

개별프로그램
강사

연수실

내부인력

가족야유외

근교

내부인력

지역내 노인시설을 방문함

복지관 주
내부인력
변

요리, 문화산책, 스포츠, 영화 활동

일상생활기술(신변관리능력,자립생활기술
사회적기능활동 등)
성분도복지관
사회기술(자기표현, 적극적인 자기주장)
가족상담 연계 재활상담, 가정상담

2시간 1회
1시간 1회
2시간 1회
1시간 1회
2시간 1회
1시간 1회

24회
4회
2회
재활상담-월1회
가정상담-월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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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명
집단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내용
장소
강사
기간(횟수)
오리엔테이션, 주장적반응연습, 대인관계
사회복지사2(내),
훈련, 대인관계강의, 분노조절훈련, 사회 학습실, 강당 레크리에이션전문 2시간 9회
기술훈련, 평가
가, 강사(외)

컴퓨터 전산교
기초지식, 실무활용능력, 인테넷 지도
전산실
육
화정종합
-정신적 안정감 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사회 단전호흡
강당
-적극적, 진취적 사고 및 자신감 향상
복지관
-구직욕구 진담검사 및 구직 효율성 검
사, 직업전환 검사 등 자신의 심리적 특
직업심리검사
학습실
성을 확인하여 적합한 직업선택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 공유하기, 조언
하기
산재로 인한 개인의 건강, 취업, 장애, 심
개별상담
리, 사회적응 문제 상담
중도장애로 인한 가장 역할의 부재 및
경제적 손실, 간병의 부담, 가족간의 갈
가족상담
등 등 문제 발생
-상담(정서적지지)
-건강검진(혈당, 혈압)
의료상담
-재활훈련 및 교육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보건정보 제공
신경성 심리치료 문제 유형에 따른지지 및 관리 체계 마련
자신감회복훈련 자신감 회복 훈련, 자기주장 훈련
일상생활기술훈 외모 및 위생관리, 가정생활에서의 관리
련
등 교육 훈련
울산남구 대인관계기술훈
대인관계훈련
종합사회 련
복지관
중도장애를 극복하고 개인의 성공으로
성공사례나누기 만들어낸 사람들의 성공담을 강의가 아
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연극, 영화, 등산, 낚시 등 체험 프로그램
문화체험
실시
진로/창업 적성
MBTI 검사, 창업 적성검사
검사
-경제환경 변화와 성공 창업 전략
-울산상권 및 입지분석과 선정
소자본창업아카 -점포임대차 계약, 조세 실무
데미
-창업지원제도 및 창업준비절차 안내
-창업 및 경영 실무(강의)
-창업사레발표
취업 및 창업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취업,창업상담
제공받고 각자의 욕구에 맞춰 상담
창업사례발표 시간을 가져 정보제공의
창업사례발표
기회 제공

컴퓨터강사

2시간 13회

섭외예정

2시간 12회

사회복지사(내)

2시간 2회

사회복지1
(내)

20분 수시

사회복지사
(내)

20분 수시

간호사(내)

20분 수시

사회복지사1(내),
의사1(외)
사회복지사1(내),
심리상담가1(외)
사회복지사1(내),
심리상담가1(외)
사회복지사1(내),
심리상담가1(외)

20분 4회
50분 2회
50분 2회
50분 2회

사회복지사1(내),
70분 1회
성공강사1(외)
사회복지사1, 자원
4시간 4회
봉사자4(내)
사회복지사1(내),
50분 2회
강사1(외)

전문강사6(외)

50분 5회

전문강사1(외)

수시

성공강사1(외)

70분 1회

부 록 443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개별상담

교육

내용
-초기상담
-정기, 수시상담

장소
(복지관) 심리재
활센터, 상담실

장애에 대한 이해

사회교육실

가족 구성원 역할의 이해
물리치료실을 활용한 정기적이고 지속적
재활치료
인 장애유형별 재활치료
개별치료
미술치료
집단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치료
자기표현프로 자기소개, 감정전달하기, 자기주장하기, 사
그램
교적 대화하기
자기성장프로
별칭짓기, 인간관계훈련, 나의 자화상
그램
MBTI성격검
사를 통한 산
-MBTI 성격검사
재장해인 및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가족역동성
성서종합
이해
사회복지관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자아개념변화척도
자아개념검사
분석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스트레스변화척도
스트레스검사
분석
-스포츠활동(수영, 스포츠댄스, 헬스)
여가활동지원
-문화체험(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관람)
야외적응훈련 테마여행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생활상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산재근로자의 법률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적성․흥미검사, 구직욕구․직업전환검사,
직업평가
구직효율성검사 등
-조리사자격증
1인1자격증지
-컴퓨터관련 자격증
원프로그램
-기타 전문기능학습(양재홈패션, 꽃집운영)
자조모임 조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조적인
직 및 운영 그룹 조직
Psychosocial Evaluation(병력, 개인력, 가
개별상담
족력, 경제력, Psychometry, MBTI, ADL)
외모변화적응훈련,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집단상담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한강성심
병원
화상치료과정, 화상의 피부재건술, 화상후
집단교육
후유증, 화상후 정신역동, 화상후 피부관리
직업재활세미 화상장애인의 직업재활 필요성, 직업재활
나
탐색, 직업재활 경험담

사회교육실

강사

기간(횟수)
수시

사회복지사1,
직업재활사1( 2시간 2회
외)
2시간 2회

물리치료실

수시

심리재활센터
강당

4회
4회

사회교육실

4회

사회교육실

3회

사회교육실

심리치료사(외) 2시간 2회

사회교육실

2회

사회교육실

2회

달구벌종합스포
츠센터
야외

15회
1회

사회교육실

수시

사회교육실

1회

요리교실, 컴퓨
터교실, 홈인테
리어교실

18회
4회

사회복지과
상담실
사회복지과
상담실

사회복지사3 1시간 2∼
명(내)
30회
사회복지사5
2시간 18회
명(내)

노인병센터 10 의사4명, 간
150분 1회
층 강당
호사1명(내)
노인병센터 10 사회복지사3
6시간 1회
층 강당
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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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명

내용
단계별 심리변화
대응법
대인관계형성

의자차 적응훈련
1차
1-3급 욕창교실
스포츠-볼링
노래교실
영화관람
지하철 체험
긍정적 사고함양
경인
지역

한국산
재노동
자협회

대화방법 배우기
2차
요통교실
4-14
급
사교댄스
정보통신 교실

장소
단계별 심리변화,
심리적 대응법(충격, 부정, 우울, 독립에의
저항, 적응에의 저항)
대화기본구성과 적극적 경청법, 좋은 인상만
들기, 자기이미지관리, 복장, 효과적대화기법
다양한 휠체어사용법 강의, 휠라이 훈련, 옮
겨타기 훈련, 차타기훈련, 속도․회전훈련
욕창 정의, 원인, 증상, 빈번부위, 치료및예
방법, 예방운동법
경기방법, 종류, 시설, 용구, 기술및구질, 게
임
소리내는 법, 음정잡는 법, 고음과 저음 처
리법, 숨쉬는 법, 노래연출법
영화관람
지하철 타보기
인생의미재정립, 장해극복사례발표, 장해에
대한 도전과 극복, 장해인생에 대한 재검토
열린마음갖기,감정의 벽과 갈등 분석, 인간
관계문제점 발견, 대화법 배우기
요통원인, 자세, 적절한 체위법
사교댄스 이해,몸풀기,공연시범,따라하기,공
연
인터넷사이트항해, 채팅, 온라인주문, 지난드
라마보기, 건강정보검색활용
창업관련 실무, 성공사례발표

강사

기간(횟수)

인천중앙병원 회의
실(이하모두)

4시간
4시간
6시간
4시간

부천스포피아, 인
천대공원 론볼링장

4시간
4시간

영스포렉스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6시간

소상공인 교육
10시간
바람직한 자아상
장해이전, 이후의 자아상태 표현, 자기계획
4시간
태 활성화
자녀에 대한 훈련방법, 문제자녀에 대한 양
자녀양육과 상담
4시간
육방법, 좋은 어머니 모임 만들기
합병증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법, 혈액순환 체
4시간
3차 건강교실
조법, 일상생활속의 기혈순환 체조법
여성
생활교육
장해에 따른 욕실, 주방, 주거환경 개조법
4시간
스포츠-볼링
경기방법,종류,시설,용구,기술및구질,게임
상동
4시간
노래교실
상동
4시간
플라워디자인기본이론, 꽃의 구조와 형태,
꽂꽂이교실
6시간
기본도구, 여러종류의 스타일 만들기
대전중앙병원 대강
장해극복프로그램 장해극복사례발표, 자기표현하기 연습
4시간
당(이하모두)
대화방법 배우기 상동
건강교실
상동
대전 1차
대전광역시 장애인
스포츠-탁구
시설 및 용구, 경기형태, 방법, 실전게임
6시간
지역 1-3급
체육재활원
쉐도우박스공예 이해, 공예법익히기, 다양한
쉐도우박스공예
6시간
모양 꾸미기
쇼핑하기
쇼핑
2시간
공공시설이용하기 공공시설이용법 익히기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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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기관명

내용

프로그램명

강사

기간(횟수)

긍정적인사고함양

상동

2시간

자녀양육과 상담

상동

2시간

21세기에맞는 부부의
역할, 갈등해결, 새로
운 가정 경영, 만족스
런 성을 위하여

4시간

부부관계 회복
2차
4-14
급
요통교실

한국산
대전
재노동
지역
자협회

장소

상동

4시간

스포츠-탁구

상동

크리스탈플라워

이해, 페이퍼사용법,
만들기

6시간

소상공인 교육

상동

6시간

부부관계 회복

상동

4시간

대인관계형성

상동

4시간

요통교실

상동

4시간

수지요법 개념, 용어,
건강관리, 응급사혈법

4시간

3차 수지침교실
여성
풍선아트

상동

6시간

기본방법, 기초, 응용

4시간

정보통신교실

상동

6시간

자격증취득교육

진로상담, 관련정보취
득

6시간

볼링

볼링강습, 팀별시합, 대회출전, 자유볼링

볼링장

사회체육강사

24시간

미술치료

자기소개그림으로 표현, HTP검사, 난화이야
기, 찰흙만들기, 나만의 비밀상자 만들기, 자 프로그램실
유화, 협동화, 선물그려주기

미술치료사

12시간

MBTI

MBTI 검사

프로그램실

전문가

3시간

부천시원 STRONG STRONG 검사
프로그램실
종종합사 자존감향상
자기이해하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나를
프로그램실
회복지관 프로그램 기쁘게 했던 사람들, 나의 인생설계

전문가

3시간

채용예정

2시간

영화관람

극장영화관람

채용예정

차량지원봉 독거노인차량지원, 장애인차량 이동보조, 밑
사활동
반찬 및 식사배달

채용예정

자조집단

자조집단 형성, 정보교류

채용예정

나들이

단체나들이, 휠체어 마라톤, 노래자랑

복지팀

물리치료서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비스

무등종합
사회복지 목욕서비스 목욕서비스 제공
관
스포츠/취미
탁구, 배드민턴, 인터넷, 장기, 바둑, 독서
활동

복지관물리치료실

사회복지사2
(내)

1시간 매일

복지관목욕탕

목욕탕기능사1
(내)

30분 매일

복지관 탁구장, 야외운
사회복지사2(내) 1시간 매일
동장, 정보검색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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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기관명

프로그램명

장소

강사

기간(횟수)

자존감향상

-나는 누구일까? 나를 사랑하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자서전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
1시간 4회
(내)

인지훈련

주의력훈련, 문제해결기술훈련

복지관세미나실

의사1(외), 사회
1시간 4회
복지사1(내)

스트레스관리

-생각멈추기, 행동바꾸기, 호흡법
-근육이완법, 심상법, 수면관리, 영양관리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1
1시간 2회
(내)

대인관계향상

-친해지기, 대인관계를 맺으려면
-의사소통이란, I-MESSAGE
-의사소통하기, 맛있는 만남
-칭찬합시다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1
1시간 4회
(내)

직장예절

직장예절, 이력서 작성요령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1
1시간 1회
(내)

금전관리

금전관리교육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1
1시간 1회
(내)

야외활동

야외나들이, 공연관람

야외

사회복지사1 8시간1회,
(내)
4시간1회

자조모임

대상자자조집단 형성 및 모임활성화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1
8시간 4회
(내)

산재근로자로서 자활에 성공한 사례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2
1시간 1회
(내)

무등종합 자활성공사례
사회복지
관남구종
합 사 회 복 구직정보활용
지관

내용

구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활용방안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2 1시간1회(수
(내)
시정보제공)

재취업교육정보 재취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활
복지관세미나실
활용
용방안

사회복지사2 1시간1회(수
(내)
시정보제공)

자활계획수립

대상자 개별 자활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사회복지사2 1시간1회(수
(내)
시상담)

사례관리

초기면접→전산등록→교육평가→상담→자활계
복지관사무실
획수립→교육종료→사후관리

집단상담

-산재장해인의 신체장애, 심리, 성적장애에 대한
집단상담 및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집단상담
복지관 사회교육실, 직업재활학과
1시간 15회
-산재후 심리적 갈등해소, 장애수용을 통한 자존 현대병원 회의실 교수
감 강화 및 직업탐색 목표

미술치료

산재장해인의 자기표출을 통한 카타르시스로 심
복지관 사회교육실,
리적 안정적 회복 및 사회적응 유도를 위한 미술
미술치료사
현대병원 회의실
치료

사회적응훈련

단체야외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형성 지원 및 구성원간 자율적 운영 지 복지관 사회교육실,
사회복지사(내) 2시간 3회
원
현대병원 회의실

정보화교육

컴퓨터 교육

복지관 사회교육실,
컴퓨터강사
현대병원 회의실

가족야유회

가족전체 해변여행 또는 온천여행

호미곶, 부곡하와이 사회복지사(내) 9시간 1회

가족상담

-가족들만 대상으로 집단상담
-부부문제, 자녀문제 등 가족문제 개별상담

복지관 사회교육실, 사회복지학과
1시간 4회
현대병원 회의실 교수

복지관세미나실

사회복지사2
수시
(내)

1시간 10회

영화관, 박물관, 달
사회복지사(내) 7시간 3회
성공원

2시간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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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기관명

내용

프로그램명

장소

강사

기간(횟수)

노동산재특강

공단 산재관련 사업 및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복지관 강당, 병원 공단 보상부 차
90분 1회
등
강당
장

장애교육강좌

-장애인복지시책 및 보장구관련 정보, 장애인재활 복지관 사회교육실, 대구장애인재활
90분 1회
정보 교육
현대병원 회의실
협회 부장

남구종합
사회복지 산재법률상담
관
실무자간담회

산재관련 법률상담

복지관상담실

사례관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효과성증진을 위해 실무자
간 정보교류, 대상자 추천 및 의뢰, 사후관리 실시

GIM(음악치료)

GIM 치료기법을 통해 산재장해인들의 위축되고 긴
장된 심리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 강당
회를 제공

남동장애 Socio drama
인종합복
지관
컴퓨터 교육

변호사2명

실무자(종합사회복지관, 공단, 장애인복지기관) 정 복지관 사회교육실,
사회복지사(내)
기적 간담회
현대병원 회의실
-

-

음악치료사

GIM치료와 병행 실시. 집단상담 기법을 통해 자신
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경감하며 대인 강당
관게 및 사회성을 증진
기초교육 재실시

90분 3회
90분 1회
수시

80분 20회

80분 20회

컴퓨터실

컴퓨터강사

80분 60회

가족강화프로그램 심성훈련 Daycamp, 야유회, 체험대회 등

강당 및 외부

전담강사

5시간 6회

집단상담 및 자아
강화훈련

강당

전담강사

80분 21회

직업흥미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복지관 302

사회복지사(내)
이하모두내부인
력

2시간

인생곡선

인생곡선, 유언장 쓰기

복지관 302

사회복지사

2시간

요가-스트레칭

건강관리요령 체득, 긴장감 해소

복지관 101

-

2시간

다시그리는자화상 표현예술치료, 자기치유를 통한 자존감 강화

복지관 302

사회복지사

2시간

의사소통훈련1

복지관 302

-

2시간

복지관 302

-

2시간

복지관 302

사회복지사

2시간

사회복지사

2시간

경청훈련, 자기주장훈련

이화여대
자원지도 구성, socio drama
종합사회 의사소통훈련2
복지관
집단의사결정훈련 리더쉽 훈련, 집단역동성 감지능력 계발
진로탐색

strong 검사 결과 분석, 관심있는 재활훈련

복지관 302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자-피면접자 역할극

복지관 302

2시간

사업계획서1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복지관 302

2시간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서 컨설팅, 그룹 피드백

복지관 302

2시간

미래설계

꼴라쥬기법을 활용한 인생설계, 자기성장모델 찾기 복지관 302

사회복지사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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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별 인력현황
인력

기관명

내부인력

계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3명 직업재활상담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총 6명
사회복지사5명, 직업재활사1명
임상심리사1명, 물리치료사1명
총8명

10명
15명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총 2명

8명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5명 총 6명

15명
13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서무․경리(사무자동화) 1명
자원봉사자 5명
총 10명

16명

관장(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5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
발달심리사 1명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
직업재활사 1명
관
미술실기교사(직업훈련교사) 1명
예산관리 1명 인턴(예정) 1명
성인팀장 1명
총 14명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협회장 1명
자문위원(교수) 3명
사회복지사1명 컴퓨터전임강사1명
자원봉사자 10명 총 16명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 직업재활사 1명
창업컨설턴트 1명 총 4명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총 4명

성분도복지관

사회복지사 3명
*채용예정(사회복지사) 1명
총 3-4명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

총 2명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3명
총 4명

간호사 1명

18명

외부인력
의사 1명
간호사 2명
특수체육교사 1명 총 4명
의사 1명, 간호사 2명, 특수체육교사 1명,
산재장애인(취업성공사례) 1명,
사회복지사(공예품만들기) 1명, 조리사1명
총7명
창업교육 강사(정치학교수) 1명
사회복지사(사회적응프로그램전문가, 가족집단
프로그램전문가) 2명
수지침 강사 1명
물리치료사(임상운동사,교수) 1명
요리강사(직업훈련교사) 1명 총 6명
변호사 1명(빠짐) 의료사회사업가 1명
심리검사자(공단재활상담가) 1명
의사 1명
조리사 1명
정비사 1명
제빵사 1명
스포츠댄스강사 1명(빠짐)
총 7명
컴퓨터강사 1명 총 9명
MDS직업탐색검사자 1명
상담지도사(대인관계프로그램) 1명
컴퓨터 강사 1명
MBTI 강사 1명
분노조절프로그램전문가(남원청소년상담실) 1명
청소년상담전문원(가족치료강의) 1명 총 6명
성취프로그램강사(고용안정센터팀장) 1명
수영강사 1명
단전호흡강사 1명
집단심리상담사 1명 총 4명

사회복지사(교수/상담, 직업정보)2명
직업훈련교사(컴퓨터)1명
편집국장1명, 정보사업부간사1명,
30명 고용안정센터팀장1명, 공단지사 1명,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정보) 4명,
일반강사(발관리사, 수지침, 미술치료) 3명
총 14명
교수(창업관련 3명, 건강유지관련 1명) 4명
일반강사(자금조달,아이템선정, 창업절차,) 3명
12명
의사 1명
총 8명
일반강사(단전, 노래, 창업특강, 산재노동교육,
학습지도, 피아노, 컴퓨터, 미술) 8명
15명
직업상담사 1명 상담(상담프로그램) 2명
총 11명
3∼4명
집단프로그램강사(섭외예정) 1명
6명 전산교육 1명
레크리에이션강사 1명
단전호흡강사(섭외예정) 1명 총 4명
의사 1명
창업관련강사 5명
심리상담가 1명 성공사례발표자 1명
창업사례발표자 1명
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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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관명

내부인력

계

외부인력

관장(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보조사회복지사 1명 총 5명

자문(직업재활학과 교수) 2명
사회복지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변호사 4명
24명 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 1명
직업재활상담가 3명
일반강사(요리, 컴퓨터, 양장, 꽃꽂이)4명
총 19명

사회복지사 6명 의사 4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1명
총 12명

12명

경인

사회복지사 1명 복지사업국장 1명
총 2명

16명

대전

사회복지사 1명 복지사업국장 1명
총 2명

성서종합사회복지관

한강성심병원

심리치료강사 4명
사회적응강사 6명

장해적응강사 4명
총 14명

심리치료강사 4명
사회적응강사 7명

장해적응강사 2명
총 13명

6명

사회체육강사 1명
스트롱전문가 1명
총 4명

미술치료사 1명
MBTI전문가 1명

10명

의사 1명
총 1명

9명

사회복지사(집단상담) 1명
미술치료사 1명 컴퓨터강사 1명
상담심리전문가(가족상담) 1명
공단보상부차장(노동산재특강) 1명
장애인직업재활상담사 1명 변호사 1명
총 7명

7명

음악치료사 1명
컴퓨터강사 1명
사회복지사(socio drama) 1명
총 3명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부천시원종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총 2명

관장(사회복지사) 1명
총무부장(법학전공) 1명
사회복지사 6명 목욕탕기능사 1명
총 9명

사회복지사 2명

총 2명

사회복지사 3명 차량운전자 1명
총 4명

관장(사회복지사) 1명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4명
총 5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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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별 프로그램 평가방법
기관명

구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평가방법
프로그램명
의료진단및상담
재활운동
자기능력 개발
직업실습
원예치료

쌍촌종합
사회복지관

간담회
사회적응프로그램
창업교육프로그램
가족집단프로그램
수지침강좌
요리강좌
건강증진프로그램
사례관리
상담

평가도구
1)의료평가서
2)상담일지
3)자기진단표
4)훈련평가서
5)만족도조사
6)간담회
설문지
설문지
척도
척도
설문지
척도

평가기준
1)목표량
2)신체적변화도
3)정서적변화도
4)사회적변화도
5)직업적변화도
6)자기표현및의사소통변화도
1)목표량 2)취업알선 3)지역사회참여도
특정행동 또는 태도 변화
기대하는 변화의 정도
특정행동 또는 태도 변화
목표대비달성기준
만족도 나타내는 특정지표
만족도 나타내는 특정지표

각종검사지
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출석부,만족도설문지,대인관계 출석률80%, 만족도조사,
심리극활용
변화척도
참가자80% 대인관계향상
자기존중지표 사전사후검사 비교로 참
집단상담
상담기록지,자기존중지표
가자80%향상
스포츠재활
프로그램일지,만족도설문지
출석률80%, 만족도검사
각회기별1회씩 의료서비스지원하고 직
의료지원
간호일지,의사소견서
영도구종합
무수행의 무리여부 조사
사회복지관
출석부,프로그램일지,토의기록
사회활동
토의기록지 작성
지
가족캠프 가족소풍
출석부,만족도설문지
출석률 80%, 만족도 조사
출석부,직업선호검사지,구직계 출석률 80%, 참가자80% 구직계획표 작
직업탐색
획표
성
작업시도프로그램
출석부,구직계획표
출석률 80%, 구직률 30%
군산종합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사전사후비교
사회복지관
가족의 지지정도 측정(설문지)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량과 실
적 비교분석, 만족도조사 실
1차평가, 2차평가
시, 사회활동빈도(일수) 분석,
관장입회하 사업진행담당자들
충청북도 장애인
과의 평가회의
종합복지관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량과 실
행복한 가족캠프 평 적 비교분석, 만족도조사 실
시, 관장입회하 사업진행담당
가
자들과의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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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명
홍보 및 선발
개인상담
집단상담
정보활용

대전장애인
정보화협회 직업정보

창업정도
자립지원
가족지원
무점포창업과정
재활의욕증진
아산시장애
인복지관 사회적응과정
창업컨설턴트제도를 통한
사후지도
MBTI성격검사 및 개별상담
역할극 통한 집단상담
치료레크리에이션
직업,창업상담 취업정보 제
공
산재노동교육
해운대종합 법률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관
자녀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구성
가족 야유회
사랑을 나눠요
평가의 시간
여가활동
성분도복지
관
사회적기능활동
가정연계
집단프로그램(주장적반응연
습)
집단프로그램(대인관계훈련)
집단프로그램(대인관계강의)
집단프로그램(분노조절훈련)
화정종합사 컴퓨터 전산교육
회복지관
단전호흡
직업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사회기술훈련)
집단프로그램(평가회)

평가방법
평가도구
참가신청서, 훈련생평가표
상담기록표, 만족도조사
상담기록표, 만족도조사
출석부,실기테스트,만족도조사
출석부, 만족도조사, 직업상담일
지
출석부, 만족도조사, 모의창업
출석부, 만족도조사
참여도,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방문조사
출석부, 개별검사 기록지
출석부, 진행일지, 만족도설문
출석부, 등록실적
출석부, 교육일지, 만족도설문

평가기준
목표인원 달성률
질적평가(변화정도)
질적평가(변화정도)
출석률, 타이핑속도, 문서작성능력
출석률, 직업욕구 및 직업의식 변화정도
출석률, 창업절차숙지정도
출석률, 질적평가(일상생활변화)
출석률, 질적평가(가족친밀도)
출석률(과정평가)
출석률(과정평가)
출석률(과정평가)
창업상담률/창업계획서제출률(과정평가)
창업률 10% 이상
-참가율 80%이상
-만족도 참가율의 50% 이상

-참가율 80%이상
-만족도 참가율의 50% 이상

출석부, 등록실적
회원명부, 출석부, 기록지

참가율 80% 이상

만족도설문

-참가율 80%이상
-만족도 참가율의 50% 이상

-사전사후 검사지 비교
-참가율 80% 이상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여가활동 객관성 측정 위해 참가대상자 및 가족대
욕구척도, 여가활동참여도척도 상으로 측정
사회성기술척도
참가대상자
만족도조사(자체제작)
참가대상자
출석부, 일지, 사전사후설문,
참여자친밀도관찰측정, 심리검사 자아존중감 초기대비 20% 향상
지(성인용문장완성하기)
출석부, 일지, 자아진단검사지 대인관계 자신감 초기대비 20% 향상
출석부, 일지, 강의만족도설문 강의만족도 목표대비 80%달성
출석부, 일지, 심리검사지, 사전 분노조절능력에 대한 설문의 초기대비
사후설문
50%이상 향상
출석부, 일지, 참여의지에 대한
20% 향상
사전사후설문, 문서작성능력, 웹 -참여적극성
-문서작성의 완성도
검색능력
긍정적사고를 통한 대인관계향상 정도
출석부, 일지, 만족도조사
(집단응집력관찰)
출석부, 일지, 구직욕구, 효율성, 일반인들의 구직욕구 평균 대비 40% 달
직업전환검사의 척도분석
성
출석부, 일지, 이력서, 자기소개 이력서, 가지소개서의 완성도
서, 면접태도에 대한 개별평가지
출석부, 일지, 종결평가지, 사후 사전대비 만족도 전체의 70%이상 만족
설문지
사후검사지, 프로그램평가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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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명
심리재활프로그램

울산남구종합
사회복지관
사회재적응프로그램

심리검사
정보제공
정보제공

교육
성서종합사회
복지관
개별치료,
집단치료
재활치료
자기표현,
자기성장
프로그램
여가활동야외적응
훈련

성격유형검사
자아개념검사
스트레스검사
장애인의 이해
장애인을 위해 제
공되는 각종 생활
상의 서비스
가족구성원의 의사
소통
가족구성원의 역할
재정립의 기회제공
을 통한 긍정적인
가족상 확립
개별치료
집단치료

한국산재노동
자협회(경인
및 대전)

변화척도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대상자가 프로그램만족도 80%
이상표시
-출석률 참여인원의 70%유지
기대되는 변화의 정도
기대되는 변화의 정도
기대되는 변화의 정도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만족도, 변화척도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변화척도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변화척도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및 기
대되는 변화정도

변화척도
변화척도
변화척도

변화를 나타내는 점수
변화를 나타내는 점수
변화를 나타내는 점수

자기성장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여가활동지원
야외적응훈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

직업재활 세미나

설문지,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사전사후 비교검사를 통한 향상
률 40% 이상 향상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1인1자격증 지원프로그램

한강성심병원 집단교육

만족도조사, 운영일지

평가기준

자기표현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직업평가

집단상담

평가방법
평가도구
MMPI(다면적인성검사),
스트레스 지수 척도
간의 정신진단 검사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의도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표현
평가도구 및 검사지
되는 맥락이나 상황의 수준
만족도, 자격증 취득
목표대비 달성수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대되
만족도, 설문지, 변화척도
는 변화의 정도
자아존중감척도,
사전사후점수비교,
문재해결기술척도
통제집단설정
사전사후점수비교,
화상후 자기관리능력 척도
통제집단설정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점수이상 취업률 사후관리
직장복귀 사후지도
개인별 평가지 및 설문지 *평가기준이라기보다는 목표에
(자체제작)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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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기관명

부천시원종
종합사회
복지관

프로그램명

평가도구

평가기준

스포츠활동(볼링)

자신감회복여부 체크 리스트
신체기능 증진 설문지

-단일집단 전후 비교평가
-참여도(일수)

미술치료

심리적 변화의 Progress Note

-단일집단 전후 비교평가
-참여도(일수)

MBTI

자아존중감 체크 리스트
활동일지

-단일집단 전후 비교평가
-참여도(일수)

STRONG

근로의욕 증진 체크 리스트

-단일집단 전후 비교평가
-참여도(일수)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체크 리스트
활동일지

-단일집단 전후 비교평가
-참여도(일수)

영화관람

만족도 조사

만족도 분석

차량자원봉사활동

활동일지

참여도(횟수)

자조집단형성

대인관계선호도 체크 리스트

단일집단 전후 비교평가

나들이

만족도 조사

만족도 분석

물리치료서비스, 목욕서비스, 탁구,
-건강상태변화추이
배드민턴, 인터넷이용, 장기, 바둑,
-스포츠 및 취미활동 만족도
독서

무등종합
사회복지관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자존감향상, 인지훈련, 스트레스관리, -자존감척도, 인지능력평가
대인관계향상, 직장예절, 금전관리, -과정 및 실습능력 평가
야외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형성 및 활동횟수
-취업정보제공실적 및 취업지원건수
자활성공사례, 구직정보활용, 재취업 -재취업교육정보제공실적 및 지원건수
교육정보활용, 자활계획수립
-개별자활계획서 평가
-지역사회조직과의 연계실적

(비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및 대상자 참여율

사례관리

-사례관리지, 사례관리횟수
-사후관리실적

집단상담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
출석부, 설문지, 프로그램과정 기록지,
(대상자변화 및 만족도 측정)
심리검사지
-프로그램 참여율

미술치료

출석부, 설문지, 프로그램과정 기록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
(대상자변화 및 만족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율

사회적응훈련

출석부, 설문지, 프로그램과정 기록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
(대상자변화 및 만족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율

자조모임

출석부, 설문지, 회의록

-대상자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정보화교육

출석부, 설문지, 프로그램과정 기록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
(대상자변화 및 만족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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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평가방법
프로그램명

평가도구

가족야유회

출석부, 설문지, 프로그램과정 기록지,

가족상담

출석부, 설문지, 상담일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대상자변화 및 만족
도 측정)
-상담건수, 참여율

노동, 산재특강 출석부, 설문지, 프로그램과정 기록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대상자변화 및 만족
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율

장애교육강좌

출석부, 설문지, 프로그램과정 기록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대상자변화 및 만족
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율

산재법률상담

출석부, 상담일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
-상담건수, 참여율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련기관실무
회의록
자 간담회

-평가회를 통한 과정기록, 분석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
-참여율

대상자 사례관리 기관연계대장

유관기관 연계정도

-스트레스측정검사지
GIM(음악치료) -자존감 검사평가지
- 심리진단(미술치료)

-사전사후 검사 점수차이
-참가자 스스로의 인식정도

Socio drama

-자존감 검사평가지
-대인관계변화척도
-심리진단(미술치료)

-사전사후 검사 점수차이
-참가자 스스로의 인식정도

컴퓨터 교육

-개인별 평가지(교사작성)
-인터넷 대화방 개설 여부

-결과물
-수행능력

-자체제작 설문지
가족기능 강화
-자체 평가회
프로그램
-가족 참석률
자아존중감
향상
이화여대
종합사회
복지관

평가기준
-과정기록을 통한 질적평가(대상자변화 및 만족
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율

-설문조사 점수
-참가자 및 가족이 느끼는 질적변화
-목표대비달성수준

산재장애인 주관적 안녕감 척도 사전사후검 * (과정평가)
사(자아존중감 척도 포함)
-출석부(수료율 80%이상)
-출석부(1일평균참여자수가 확정자의 80%이상)
자기계발계획
자기효능감척도 사전사후검사
-만족도 검사지(만족도70%이상)
수립
-집단진행일지, 평가서(진행자의 프로그램 질
사회적응능력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사전사후검사 평가)
향상
-사례회의 일지(자조모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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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귀 연구원의 2003. 11. 26.자 자문의뢰(산재근로자 개인정보 관
리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문의뢰의 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함
에 있어 위탁기관에게 적용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개
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자문의뢰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국가 밑에서 국가로부터 그의 존립목적이 부여
된 법인” 혹은 “국가 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
을 공공단체라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바, 근로복지공단은 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사
료됩니다.
한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고만 함)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데(제
1조), 동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제2조 제1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이 이에 포함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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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취급과 관련
한 제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산재
근로자의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와 관련한 교육은 공단의 소관사무
가 되며,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공공기
관은 자신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
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고, 나아가 적법하게 보유된 개인정보
화일을 당해 보유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자신이 직
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에 있어, 공단 자신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등과 같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해 제3자(수임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것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견해는,
①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의 정보를 철
저하게 관리하여 그것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전파․활용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인 바, 엄격하게 해석․적용
되는 것이 당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
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문
리해석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화일을)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부 록 457

③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예외를 정하
고 있는 동 규정 제2항을 보더라도, 본 건과 같이 자신의 업
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공단이 본 건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 공단 자신이 수
집한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위 첫째의 견해와 같이 해
석될 수도 있으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
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한 바, 이 경우 당해 해
석을 반대로 보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내에서라면 다
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② 위임 혹은 위탁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수임인이 수행하는 사무는 위
임인의 사무인 것이며 위임사무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과실(果實)은 위임인에게 귀속되고, 한편 행정기관은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수집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 본 건 공단이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제3
자에게 위탁하면서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하
여 당해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당해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에 따른 활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제9조 제3항, 제11조 등에 의
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정보의 입력․저장․편
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관한 업
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한편 본 건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공된
당해 정보는 위탁된 공단의 목적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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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수임인)의 개인적인 업무 및 기타 위탁목적 외의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는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처리된 정보를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고,
④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화일을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
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즉 특정의 경우 제3자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제3자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
어서도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
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그 가능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법
의 전체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본
건의 경우 위탁된 업무의 수행목적만으로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공단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3) 본 건과 관련한 판례의 명시적인 견해는 아직 관찰되지 않
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위 (2)항에서 제시된 양 견해는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법리상 어느 견해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째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문으로 본 건과 같이 “제3자에게 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규정은 없으나, 전체 법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
건대 위 (2)항 둘째 견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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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되며,
둘째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공단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당해 위탁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분적으로 요구되
어지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당해 위탁된
공공업무의 비효율화, 부실화, 고비용화 등을 초래하게 됨을 의미
하는 것인 바,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등을 규율함에 있어 그와 같은 공공업무의 비효율화 등의 결과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2)
항 둘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문 변호사 주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