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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올해 4월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5월 고령운전자가 낸 통도

사 교통사고로 모녀가 사망한 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와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빈

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의제가 되고 있다.

Ÿ 고령운전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된 인지능력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도 치명적인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Ÿ 조현병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설 바깥에서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고,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불의의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다.

l 고령운전자 사고와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고령자,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

기결정권이 경우에 따라 타인의 안전 및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지점이 존재한다.

l 물론 일부 소수의 사건·사고 가해자 때문에 해당 집단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이들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제도를 통해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헌법상 과잉금

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운전자 및 정신질환자의 자기결

정권과, 타인의 인권 및 사회적 공익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

할 필요 또한 있다.

l 한편 장애인의 ‘탈시설’이슈는 과거 수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 적응성을 높이고, 자립을 통한 주체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 및 활동가들은 탈시설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모든 수용시설의 폐쇄, 활동보조인 제공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장애인들

을 사실상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온 정책기조를 90년대 이후 ‘사회통합형’으로 전환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구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탈시설은, 모든 유

형의 수용시설이 장애인의 인권에 반하는 것인지와, 활동지원과 의료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에

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이라는 사회 정책적 목표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

적, 균형적 검토가 필요하다. 

l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과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 장애

인 ‘탈시설’ 이슈라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사회정책에 있어 당사자

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사회적 공익과 정책적 목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적절한 정책적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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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운전 문제

l 최근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Ÿ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고령운전자가 낸 운전미숙으로 추정되

는 사고로 인해 모녀 2명이 결국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1)

Ÿ 지난 2월에는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90대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

l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우리나

라 고령운전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Ÿ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4%

를 넘겼다.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하

는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에 비

해서도 5년가량 빠른 속도다.3)

Ÿ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만 65세 이상인 ‘고령운전

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1]. 2019년 6월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는 지난 2014년 180만여 명에서 2016년 224만여 명, 2018

년에는 2,729,392명으로 2014년 대비 49.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전체 면허소지자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4년 기준 6.3%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기준 

8.6%가량을 차지했다.

연령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21~30세 4,832,713 4,907,696 5,076,693 5,106,270 5,123,254 6.0% 

31~40세 7,098,630 6,991,966 6,943,810 6,859,917 6,755,341 -4.8% 

41~50세 7,634,777 7,751,683 7,792,154 7,807,269 7,802,044 2.2% 

51~60세 6,009,327 6,293,781 6,516,822 6,708,242 6,881,005 14.5% 

61~64세 1,483,020 1,639,627 1,873,344 2,111,256 2,301,973 55.2% 

65세 이상 1,826,718 2,034,864 2,242,995 2,434,240 2,729,392 49.4% 

고령자 비율 6.3% 6.9% 7.4% 7.8% 8.6% 

출처: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보도자료(2019. 6. 15.) 

[표 1]  전체 면허소지자 현황(단위: 명)

1) “석탄일 통도사 인파 돌진 차량에 치인 모녀 모두 숨져”, 연합뉴스, 2019년 5월 23일.
2) ““96세에 왜 운전을 합니까”…고령 운전자들 사고에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2019년 2월 26일.
3) “고령화 사회서 소외된 ‘고령 운전자’...원인과 대책은”, 세계일보, 2019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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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고령 운전자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65세 이상 택시 운전사는 7만2800명으로, 

전체 택시 운전사의 4분의 1이 넘는 27.1%를 기록했다. 그 중에는 80세 이상이 770명, 90세 

이상도 237명이나 있었다.4)

l 최근 5년 간 국내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Ÿ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2016년 기준 22만여 건에서 2018년 221만여 건으로 전

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5)

Ÿ 그러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대비 비율은 2016년 

24,429건(11.1%)에서 2017년 26,713건(12.3%), 2018년 30,012건(13.8%)로 점차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역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2016년 17.7%에

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표 2].6)

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체 고령운전자 야기 비율(%) 전체 고령운전자 야기 비율(%)

2018 217,148건 30,012건 13.8% 3,781명 843명 22.3

2017 216,335건 26,713건 12.3% 4,185명 848명 20.3

2016 220,917건 24,429건 11.1% 4,292명 759명 17.7

출처: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보도자료(2019. 6. 15.) 재구성

[표 2] 전체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2016-2018) 

Ÿ ‘연령별 교통사고 증감 추이’그래프에서 만 60세 이상의 운전자가 내는 사고 건수 및 사

망자 수만 전체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48%나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

도 10.5%나 증가하였다. 

  -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만 명당 발생 교통사고는 110건으로 30-40대의 2배 수준

이었으며, 고령운전자 1만 명당 사망자는 3.1명으로 30-40대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7)

4) “작년 교통사망자 22%가 고령운전 사고...면허반납 공감대 확산”, 동아일보, 2019년 5월 2일.
5)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지만 건수 여전…고령운전자 사고 48%↑”, 연합뉴스, 2019년 6월 15일.
6) “작년 교통사망자 22%가 고령운전 사고...면허반납 공감대 확산”, 동아일보, 2019년 5월 2일.
7)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지만 건수 여전…고령운전자 사고 48%↑”, 연합뉴스, 2019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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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보도자료(2019. 6. 15.)

Ÿ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영업용 차량의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는 화물차의 경우 

9,442명, 버스의 경우 8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운전자의 70대 이상 사고 발생률은 전

체 연령대 중 1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8)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택시운전자 비율은 2011년 기준

10.9%에서 2015년 19.4%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사고건수 역시 2011년 2,404건에서 2015년 

4,1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동일 거리 주행 시 고령의 택시기사가 

비고령 택시기사보다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0.988)가 비고령 택시기사(0.65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주행거리 대비 사망자

수’ 역시 고령 택시기사(1.21)가 비고령 택시기사(0.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구분 운전자수
연간주행거리

(a)

사고건수

(b)

사망자수

(c)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b/a)

주행거리 대비 

사망자수

(c/a)

비고령 120,941명
7,112,381,102

km
4,626건 69명 0.650 0.97

고령 42,270명
1,658,736,533

km
1,639건 20명 0.988 1.21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2. 15.)

[표 3]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분석(2015년 개인택시 기준)

8) 박홍근 의원실 보도자료. (2018. 10. 15.). “70대 이상 영업용 차량 운전자 4만명 택시·화물차 20대, 버스는 70대 
사고 발생률 최고”.

9) *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율(%) : 10.9('11) → 12.9('12) → 15.0('13) → 17.2('14) → 19.4('15)
   * 사고건수(건) : 2,404('11) → 2,879('12) → 3,292('13) → 3,743('14) → 4,138('1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12. 15.). “택시기사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의 장 열려”.
10) ““96세에 왜 운전을 합니까”…고령 운전자들 사고에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2019년 2월 26일.

[그림 1] 연령별 교통사고 증감 추이 (단위: %)



6

l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도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다.11)

Ÿ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 사고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지난 4월에는 도쿄(東京) 이케부

쿠로(池袋)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31세 여성과 3살 자녀가 빨간불임에도 질

주하던 87세의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령운전자 문

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12) 

Ÿ 최근 6월 4일에는 후쿠오카(福岡)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총 6대의 

차량이 충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이어 6월 10일에는 효고(兵庫)현 오

노(小野)시 공립병원 주차장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인이 치어 숨지는 사고

가 일어났다. 경찰은 당시 해당 남성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13)

Ÿ 이렇듯 고령운전자에 의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생명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

서, 일본 정부는 6월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탑재된 

차종에 한해 운전이 가능한 별도의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4) 

l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 및 판단능력 저하가 여러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Ÿ 지난 2015년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안전운전의 필수 능력인 시력·청력·근력 및 손발협

응 능력이 저하되며,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위험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15)

Ÿ 올해 2월 한국안전학회지에 실린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운

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은 51세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51세-55세 사이를 기점으로 하여

(변곡구간) 55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 결과가 시

뮬레이터를 통해 얻어진 분석이므로 실제 인지반응 시간은 해당값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다.16)

l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강력하게 추진될 것인지와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Ÿ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개정 

11) “일본 초고령 사회의 어려운 숙제 ‘고령 운전자’”, 시사저널, 2019년 5월 7일.
12) “작년 교통사망자 22%가 고령운전 사고...면허반납 공감대 확산”, 동아일보, 2019년 5월 2일.
13) “일본 또 고령 운전자 사고...80대 남성, 주차장서 부인 치어 사망”, 연합뉴스, 2019년 6월 10일.; “고령운전자 사

고 빈발에...일본, 고령자 전용 면허 만들기로”, 경향신문, 2019년 6월 11일.
14) “고령운전자 사고 빈발에...일본, 고령자 전용 면허 만들기로”, 경향신문, 2019년 6월 11일.
15) ““96세에 왜 운전을 합니까”…고령 운전자들 사고에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2019년 2월 26일.
16) 이대희, 박진수. (2019).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34(1),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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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시행하였다.17) 하지만 검사 자체가 1시간가량의 인지능력 테스트만 거치면 

되도록 이루어져 있어 갱신 과정이 용이하며, 만약 인지능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해

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

다는 지적이 많다.18)

Ÿ 또한 경찰청은 올해 3월 12일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

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인지기능검사나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의 경우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제한하는‘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고령운전자 본인 외 의사, 경찰관, 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

는 ‘수시적성검사 대상 관리기준 강화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세부기

준 등에 관해서는 노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19)

Ÿ 영업용 차량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택시를 모는 고령 운전사들의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해 올해 ‘자격유지 검사’를 화물차 운전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 자격유지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

성, 행동, 습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65세 이상 69세 이하 사이의 운전사는 3년을 

주기로 1회씩, 70세 이상부터는 연 1회씩 받아야 한다. 현재 사업용 차량 중 버스의 경우 

2016년부터, 택시의 경우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를 하고 있다.20)  

Ÿ 하지만, 화물차량 사업의 경우 많은 운전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업체에 등록 후 

운송량에 따라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화물차량 고령 운전사 수조차 제

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유지 검사가 택시나 버스만큼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21)

l 한편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면허 반납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 본인의 자발적 반납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

영되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Ÿ 각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지 중인 면허를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반납대상자에게 교통바우처,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면허 반납 시 10

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교통카드 지급 및 식당, 목욕

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22)

Ÿ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발적 반납 방식은 낮은 반납률로 이어져 실제 사고 및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다. 전국의 65세 이상 운전자 약 314

17) 경찰청 브리핑자료. (2018. 12. 31.).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18) “동네에서만 몰 수 있게...‘고령자 운전제한’ 검토”, 한국일보, 2019년 3월 12일.
19) “고령운전자 야간운전 조건부 제한 추진”, 국민일보, 2019년 3월 13일.
20) “작년 교통사망자 22%가 고령운전 사고...면허반납 공감대 확산”, 동아일보, 2019년 5월 2일.
21) “작년 교통사망자 22%가 고령운전 사고...면허반납 공감대 확산”, 동아일보, 2019년 5월 2일.
22) “[이슈플러스]의지와 달리 ‘불안한 운전’...면허 반납률 ‘미미’”, JTBC,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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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중 최근 5년 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3만 1,000여 명으로 보고되었는

데, 이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하다.23)

Ÿ 더군다나 면허반납 노인 대부분이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인 상황에서 교통

사고 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

협회 상임대표는 “‘면허 반납 시책은 지자체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운전하지 않

는 사람들의 면허를 100만 명 받아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24)

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 비율과,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 등 교통사고는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운전면허 자진반납유도와 같은 현재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l 고령자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영업

용 차량, 그 중에서도 개인택시의 경우 재산권과 자영업자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러한 고령운전자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 특히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하고,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적 고려와 대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l 현실에서 충돌하는 양 측면의 정책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바, 본 보고서

에서는 1) 적성검사 강화와 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제한조치 및 반납 의무화, 2) 영업용 차량

에 대한 엄격한 정년제 적용과 개인택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및 경제적 보상 추진 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1) 전체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대폭 강화해야 하며, 검사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에는 운전면허를 일부 제한하거나 반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l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Ÿ 호주와 뉴질랜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 80세 

이상의 운전자는 매년 시력, 청력 등의 의학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면허관리청에 제

출해야, 85세 이상의 운전자는 검사결과 제출뿐만 아니라 도로주행 테스트를 합격해야 면

허를 유지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80세에 자동으로 면허가 말소되고, 이후에는 매 2년

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20분가량의 주행시험을 치러야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25) 

Ÿ 미국에서 면허 갱신주기를 8-10년 사이로 적용하는 대부분의 주(州)들은 70세 이상 등 일정 

연령의 고령자에 대해 갱신주기를 2-4년 사이로 단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갱신 시 도로

주행시험과 신체적 기능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26) 또한 덴마크, 

23) “고령 운전자 사고 느는데...면허 자진반납률 1%”, KBS, 2019년 5월 14일.
24) “”이런다고 사고 줄어요?“...장롱면허만 몰리는 고령자 면허반납”, 이데일리, 2019년 4월 3일.
25) 이원영, 김기홍, 오주석. (2015).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 연구 – 고령운전자 집단을 중심으로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pp.55-58.
26) 이원영, 김기홍, 오주석. (2015).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 연구 – 고령운전자 집단을 중심으로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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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기간

을 단축 운영하면서 의학검사 결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27) 

Ÿ 일본의 경우 면허갱신주기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여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고령자의 갱신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은 면허 갱

신 시 안전운전강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75세 이상은 강습 및 치매검사를 포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28) 

l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 적성검사를 지금의 형식적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위헌적이고 과도한 조치이다. 일정 연령대 이상 해당자의 운전을 

일괄적으로 제한/금지하기보다는, 적성검사 통과 기준을 강화하여 기준 미달 시 운전 시간대

와 장소를 제한하거나 자동제어시스템이 구비된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가하는 등 운전면허

의 조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일 특정한 최소 기준점에도 미치지 못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l 대신 그 과정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함께 설계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더욱 열악한 농촌지역의 고령운전자들의 경우 

면허 반납 이후에도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100원 택

시’, ‘1400원 희망 택시’등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29)

2) 영업용 차량에 있어서, 회사(법인) 버스 및 택시의 경우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개인 택시

의 경우 70세 등 일정 연령 도달 시 면허를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반납을 의무

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l 대부분의 법인택시 회사들은 운전기사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있으며, 버스운전기사의 경

우 2019년 6월 서울, 인천, 울산 등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년을 만 63세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몇몇 버스회사에서는 정년이 지난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채용

하고 있어 70대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83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30) 따라서 영업용 

택시 및 버스의 정년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l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과 자영업자라는 속성을 고려하여, 

70세 등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운전자의 개인면허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등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택시면허를 반납 받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별 감차계획

27) 이원영, 김기홍, 오주석. (2015).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 연구 – 고령운전자 집단을 중심으로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pp.55-58.

28) 위의 글. pp.55-58.
29) “운전면허증 반납, 농촌 행복택시 등 ‘이동권 보장수단’ 늘려야”, 농민신문, 2019년 6월 10일.
30) 박홍근 의원실 보도자료. (2018. 10. 15.). “70대 이상 영업용 차량 운전자 4만명 택시·화물차 20대, 버스는 70대 

사고 발생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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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택시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

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31)

l 차량 자동제어시스템의 발전, 자율 주행차의 보편화 등 운송수단의 기술적 발전은 고령 운전

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기전까지 사

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l 고령운전자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 타인과 자신의 안전 및 생명권, 교통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공익간에 정책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고령운전자 문제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31) “개인택시 면허 1억선 국토부 ‘사납금제 폐지·개인면허 매입’ 검토”, 타임포스트,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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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

l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큰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야기

하고 있다.

Ÿ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던 30대 남성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20대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였다. 12월에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

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30대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2) 

Ÿ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찔러 총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경남 창원시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아래층에 거주하던 10대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

기에 찔려 사망하였다. 그 다음날인 25일 경북 칠곡군 소재 정신병원에서 30대 환자가 같

은 병실을 사용하는 50대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33)

Ÿ 2019년 6월 4일 조현병을 앓던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 운전자와 3살 아들,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였던 20대 예비신부가 모두 

사망하였다.34) 

l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논의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없

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전체 범죄율을 놓고 보았을 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극히 

낮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3.93%인데 

반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가량에 불과하다.35)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타인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다. 

l 다만,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제어능력이 없거나, 정신병 증상으로 강한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

의 경우에는 살인,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 확률도 높고,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Ÿ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

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훨씬 

더 높다. 게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

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36)

Ÿ 또한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해 40% 중후반대인 전체 

32) ““심신미약 감형 안 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 하루 만에 20만”, YTN, 2018년 10월 18일.; “조현병 살인
사건 늘어나는데 강제입원 왜 안되나”, 머니투데이, 2019년 5월 28일.

33) “조현병 살인사건 늘어나는데 강제입원 왜 안되나”, 머니투데이, 2019년 5월 28일.; “아파트 윗층 할머니 흉기 살
해 조현병 10대 검거”, SBS, 2019년 4월 24일.; “칠곡 정신병원서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 살해”, 문화일보, 
2019년 4월 26일.

34) “역주행 사고로 3명 사망...조현병이 뭐길래”, KBS, 2019년 6월 5일.
35) “정신질환 범죄자 효과적 치료 방안 논의된다”, 메디칼업저버, 2019년 5월 16일.
36)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이 문제라니요?"”, 머니투데이, 2019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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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7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정신장애범죄자는 9

범 이상(17.1%)의 비중이 초범(14.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범죄자의 주요 

재범요인으로는 퇴원 이후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를 받지 못해 재발하는 정신질환요인이 지적되었다.37)

l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나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던 환자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이전에 전과경력 또는 치료경력이 있던 

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38) 현재 전국 중증 정신질환자는 

대략 50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약 42만여 명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42만 명 중 9만 2천여 명만 등록/관리되어 있으며, 나머지 33만여 명은 사각

지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 진주아파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고속도로 역주행과 같은 제어능력 결여로 인한 사고는 타

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질환자 본인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비극

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l 진주아파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응급개입팀, 현장대응 강화를 포함한 정신응

급대응체계 개선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입원 및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발병 초기 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l 하지만 의료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근

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신질환자 관리대

책은 결국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는 사후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며, 정신질환자의 범죄

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하다.  

37) 안성훈. (2019). “정신장애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관리방안”.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
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2019. 5. 9. 토론회 자료집). p.17.

38) 위의 글. p.17.
39) 보건복지부. (2019. 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관리대책 주요내용]39)

- 정신질환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치료중단환자 및 미치료 환자 발굴 

- 기초센터, 담당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단계별 사례관리체계 구축

-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이송체계 구축

- 응급개입팀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

경찰-소방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지자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설치‧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자‧타해 위험환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 비자의입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국가 지원

- 상습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을 통한 집중 관리 등



13

l 게다가 이러한 사후적 조치마저도 기존에 다른 유형의 사건에 대해 내놓았던 대처방안과 거

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Ÿ 지난 2016년 1월 ‘원영이 사건’, 2017년 11월 ‘고준희 양 실종사건’ 등 아동학대 및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

로 마련되었다. 

Ÿ 주요 내용은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수사 및 협력체계 강화, 관련조직 설치 등 공공중심의 

인프라 확충 및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진주 정신질환자 

범죄사건 이후 발표된 정신질환자 관리대책과 거의 동일하다. 해당 대책은 사후약방문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

다.40)

l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및 사고 증가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한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당시의 우려사항

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5월 시행되면 최

대 1만 9천여 명의 환자들이 퇴원하여 사회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인프라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42) 

l 정신보건법 개정은 과거에 입원을 통한 정신병원 감금, 인권 유린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

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실제 2001년 출범 후 2018년 10월 기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정신보건 관련 진정사건은 총 2만665건으로, 이 가운데 입원 절차 위반(9천458건)과 퇴원(3천

147건) 관련 진정이 전체의 약 61%에 달했다. 폭행 같은 가혹 행위에 관한 진정도 3천226건

이나 됐다.”43)

Ÿ 그동안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의 갈등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에 그친 환

40) “아동학대 줄지 않는 이유”, 경남도민일보, 2018년 11월 20일.
41) 관계부처 합동. (2018. 3. 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 
42) “‘정신질환 강제입원 금지’ 불안한 출발”, 매일경제, 2017년 5월 29일.
43) “인권위원장 두 번째 현장방문은 ‘인권친화적 정신병원’”, 연합뉴스, 2018년 10월 18일.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주요내용]41)

- 부모교육, 아동인권 및 권리보장 강화,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 학령기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 제도화, 학교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 조기발견시스템 및 지역네트워크 활용한 감시망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학대점검단’설치 검토 등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수사업무 전문성과 협

력체계 강화

- 피해아동 의료 및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강화 등 재학대 방지 사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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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있었고, 2016년 정신보건법 입원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 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것이다.

  -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할머니 A씨가 우울증 치료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

산상 문제가 생긴 딸의 동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A씨는 이웃에게 구조

를 요청하고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했으나 딸에 의해 다시 강제입원되었다.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정신병적 문제도 없음을 확인한 A씨는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를 최소화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헌

법재판소 9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44)

Ÿ 또한 아래의 사례처럼 정신병원 내 폭력이나 폭언, 노동 착취 등 수용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가 2018년 7월 환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탁구채로 위협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호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병원장

에게 보호사 징계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45)

  - 또한 20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정신병원은 작년 9월까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7명에게 병원 화장실 청소, 배식 등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매월 간식비 10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46)

Ÿ 국제사회 및 전문가들 역시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 입원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강제입원의 폐해와 문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권리보장 측면을 대폭 확대하고

자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법조인이 협력하여 1995년 제

정되었던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47) 

l 개정된‘정신건강복지법’은 법의 기본이념부터 정신질환자의 개념, 입원요건 및 절차, 보호

자 범위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신보건법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

권을 포함한 인권 보장이 명문화되었고,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

약이 있는 자’로 좁아졌으며, 입원절차 및 진단요건이 훨씬 엄격해졌다.

①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기본이념에서부터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표 4].48) 

Ÿ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입원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치료의 우선적 고려’가 새로 규정되었다.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

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종류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측면을 대폭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44) “정신병원 ‘강제입원’ 더 까다로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5월 24일. 
45)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함께걸음, 2018년 9월 19일.
46) “月10만원 주고 청소·간병...환자 부려먹은 정신병원”, 매일경제, 2019년 1월 27일.
47) 신권철 외. (2016).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pp.1-5.
48) 위의 글.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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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의도 변화하게 되었다. 

  - 개정 이전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

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였다면, 현

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를 통해 정신질환자로 판단되는 사람의 범위는 기존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

되었을 당시에 비해 훨씬 더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③ 또한 입원 절차 및 진단요건 등이 기존법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변화하였다[표 5].

  - 입원요건의 경우 기존의 자/타해 위험 ‘또는’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에서, 현재는 

자/타해의 위험이 있고 ‘동시에’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에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훨씬 까다로워졌다. 

  -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의 경우 최초 입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주 + 3개월(위

2주 포함)로 단축되었다. 만일 치료 목적으로 2주 이상의 초과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

래 전문의 1인 진단이 아닌 국·공립 1곳을 포함한 서로 다른 두 기관에 속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를 거치

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장기입원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 정신보건법(개정 전) 정신건강복지법(개정 후)

국민 - ①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신질환자(공통)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미성년 정신질환자의 특별한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정신질환자

②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②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⑤입원치료 시 자발적 입원의 권장

⑤입원(입소)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 치료의 우선적 고려, 자신의 의

지에 따른 입원(입소)의 권장

⑥입원 중 자유로운 환경의 보장 

및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보장

⑥입원 중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

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

-

⑦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의 존중

⑧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

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

⑨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출처: 신권철 외(2016). p.44 [표 II-8] 

[표 4] 법 개정 전후 기본이념(제2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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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보건법(개정 전) 정신건강복지법(개정 후)

입원요건

-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

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

환에 걸려있는 경우’ 그리고 ‘환

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

는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진단요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입원기간
- 보호자 2명 신청과 전문의 1인 

진단을 거쳐 6개월 간 입원

- 보호자 2명 신청과 전문의 1인 진단

을 거쳐 최초 2주 간 입원

- 치료 목적으로 최대 3개월 간 입원 

시 2인 이상 진단 필요(진단요건 참

고)

-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 심사 의무화
출처: 경기연구원(2018) p.6 표 내용 바탕으로 수정

[표 5] 법 개정 전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진단요건의 변화

l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전면 개정 결과, 사실상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원

이 어렵게 되었고, 입원한다 하더라도 최초 입원기간 자체가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적

합성심사 규정을 통해 장기입원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더구나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응급입

원이나 행정입원 등 비자의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후 책임소재에 부담을 느낀 경찰 

및 지자체가 환자의 의료기관 인계에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자의

입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l 그 결과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보호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

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 이

후 의료진과 환자의 가족들은 공히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점을 호소

하고 있다.49)

Ÿ 지금까지 이슈가 된 중증정신질환자 범죄 및 사건사고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환자 스스로

가 원치 않을 경우 입원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진주아파트 사

건의 피의자 가족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의사가 진단하는 보호입원, 경찰이 

동의하는 응급입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50) 

Ÿ 조현병 아들을 둔 조순득 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응급정신질환인 경우에는 환자는 입원

을 거부하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아니면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부모라도 발

병 상태의 환자를 설득해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 애를 먹는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

료를 해주면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49) 이하 인터뷰 인용: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비극적 범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메디칼타임즈, 2019년 5월 7일. 
50) “정신과 의사들 ”조현병 환자가 불러올 참극 2년전 경고“”, 메디칼타임즈, 2019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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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도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의 보호자들이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법 개정으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응급입원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나서줘야 하는데 법이 미비해 경찰도 자칫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뒤로 빠지고 있다”며 "개정된 법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더 문

제가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Ÿ 이렇듯 입원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책임을 환자 자신과 가족에게만 지우게 한

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의 

지적처럼, “결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의사와 환자의 가

족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l 법 개정으로 인해 입원규정과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속적 투약과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결국 진주아파트 사건과 같은 범죄 등 사건·사

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교도소에 수감된 정

신질환자의 수가 지난 정신보건법 개정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

다.51) 

Ÿ 유지혜 특임이사에 따르면“정신과 의사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매

달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2년 전만 해도 전문의 1명당 8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끝났지만 최

근에는 의사 1명당 25명을 진료해야 할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l 주요 선진국에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공존이 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정신질환자가 퇴

원한 이후에도 투약 여부와 건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의료시

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인력 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Ÿ 한국과 유럽의 정신 보건 인프라를 비교하면 2017년 기준 10만 명 당 정신건강 전문 인력

은 OECD 가입 유럽국이 50.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2명에 불과하다.52)

l 진주아파트 화재사건 이후 올해 4월 22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

의 사건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53)

Ÿ 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은 현재의 후진적 정신질환

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Ÿ 정신과봉직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신질환자의 반복된 범죄는 잘못된 제도와 국

가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라며 "2년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

건강증진법의 결과로 인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

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합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원, 

51) 이하 인터뷰 인용: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비극적 범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메디칼타임즈, 2019년 5월 7일. 
52) “정신건강, ‘장기입원’ 줄이지 못하면 답 없다”, 웰페어뉴스, 2019년 6월 13일.
53) 이하 인터뷰 등 인용: “정신과 의사들 ”조현병 환자가 불러올 참극 2년전 경고“”, 메디칼타임즈, 2019년 4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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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회, 환자, 가족단체가 함께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제

안했다. 

l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고 인식되어서는 결코 안 된

다. 하지만 타인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로 인해 환자 당사자의 안전과 생명

까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증 정신질환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한 적절

한 입원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l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대로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다룬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균형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자 당사

자의 인권 보장 및 자기 결정권과 함께 타인의 인권 및 생명권, 환자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

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책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l 이에 본 보고서에는 그 균형적 차원의 대안으로 1) 환자 본인의 동의 외에 사법 절차 혹은 그

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과, 2)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국공립 정신병원

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법적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마

련될 필요가 있다.

l 비자의입원의 경우 사실상 인신구속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정신보건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입원의 요건을 다시 완화하

는 것도 문제가 있다. 

l 사법절차를 통한 입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이념에 비추어 봤을 때도 부합하

는 방식이며, 다수의 국가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사법입원제 혹

은 그에 준하는 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의 도

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사법입원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독일의 경우 세부 규정은 상이하지만 법원

의 재판을 통해 비자의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비자의입원이 기본적으로 구금의 성

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주에서 법원의 심사를 통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주 카운티에서는 별도의 정신질환법정을 열어 심문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법원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국가가 절차보조인을 선임하며, 계속 입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법원이 

하고 있다.54)

Ÿ 한편 호주, 영국 등에서는 의료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 또는 심사기구에서 준사법

54)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2019).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의원발의 법안”. 『법제소식』 6월호 최근입법
동향,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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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절차를 거쳐 비자의입원 여부를 심사한다. 호주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구인 

정신보건심판원에서 입원여부 심사,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토 등을 수행한다. 영

국 역시 법관과 비법관 위원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정신보건심판원에 의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55)

l 우리나라는 사법입원제도도 도입하지 않았고, 다른 선진국처럼 지속적으로 투약과 치료를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 개정을 통해 입원요건만 상당히 엄격하게 

바꾸었다.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하고, 그 피해와 책임은 환자 당사자와 보호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인력과 시설 확충을 통한 관리시스템 강화와 더

불어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통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법입원제 등을 통해 입원이 결정된 환자가 입원과 치료, 퇴원의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에 있어서도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침해요소 발견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l 민간정신병원의 경우, 요양원처럼 이윤추구동기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환자수별로 

보험료나 요양급여를 지불받기 때문에 이하 사례와 같이 퇴원을 시키지 않는 등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Ÿ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대가로 돈거래를 한 정신․요양병원 원장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등 14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신병원(35곳) 및 요양병원

(10곳)의 원장과 직원 등 95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로 서울․경기지역 7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4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

다. 병원장 등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주는 대가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등에게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씩(속칭 '통값') 총 40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56)

Ÿ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정신병원장

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최씨는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

까지 모두 87회에 걸쳐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직원들은 노숙인에게 담

배를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퇴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원 상태를 유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57)

l 위 사례들은 비록 전면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일들이지만 그 배경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한 인권 침해 및 불법 행위는 이후에도 발생할 수 

55) 윤제식 외. (2017).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부기관 추가전문의 진단제도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
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56(4), pp.146-153. 

56) 신권철. (2015).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퇴원 제도개선 방향”.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개선 
공청회 – 후견인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2015. 5. 22. 토론회 자료집). p.15 재인용. 기사원문: “환자유치 돈거
래 병원장․이송단 등 140여명 적발”, 연합뉴스, 2013년 10월 31일

57) “‘담배 줄게’ 노숙인 유인해 입원시킨 병원장 유죄 확정”, 뉴시스,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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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시설은 국공

립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는 국공립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

신의료기관 중 민간기관이 1534개인 반면 국공립기관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58)

l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나 사고는 타인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큰 위해가 된다는 점에

서, 국가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기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l 중증의 정신질환은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증상 일부를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모든 증상이 호전되고 사회 내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으

로서의 ‘완치’는 어렵다.59) 장재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 중에

서도 특히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정동장애, 자폐증 등의 질환은 완치되지 않고 정신기

능이 일부 손상된 채로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등급

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60)

l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상

당히 높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약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Ÿ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한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약

물 중단 후 평균 재발기간은 8개월 정도이며, 약물 미복용 시 1년 내에는 70%, 2년 내에는 

90%가량의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1)

l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의 가해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퇴원 이후 투약의 중단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며,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 정신의료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l 사법입원제를 통해 비자의적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입원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정신의료

기관을 포함해 입원부터 퇴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공익과 함께“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건강복지법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58) 보건복지부. (2019. 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59) “[곽호순 원장의 정신세계] 인도주의 치료에서 정신재활 치료까지”, 영남일보, 2017년 12월 12일. 
60) 정신의학신문 (2019.2.18.)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는 어떻게 다를까?
61) 대한신경졍신의학회. (2019. 5. 22.).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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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탈시설’이슈

l 그동안 장애인, 노숙인 등의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과 인권침해 문제는 우리 역

사의 가슴 아픈 단면이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은 거주시설에서 자행된 비인권적 만행을 상

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Ÿ 1957년 부랑인 보호를 위해 부산에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에 가까운 

감금과 폭력, 강제 노역으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 이상이라는 증언도 나와 ‘한국

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사건이다.62) 

Ÿ 한편 소설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잘 알려진 ‘인화학교’사건은 2000년부터 광주에 위

치한 청각장애인 교육기관에서 5년간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에 의해 8명 이상의 장애학생

들이 성폭행과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63) 

Ÿ 이러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곳곳의 시설에서는 제 2, 제3

의 ‘형제복지원’, ‘인화학교’ 사건들이 크고 작은 규모로 발생해 왔다. 

l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약자들을 대규모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

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시설 수용이 개인의 주체성이 상

실된 채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고립을 초래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추구하는‘탈시설’개념과, 이러한 탈시설을 지향하는 차원의 개념인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Ÿ ‘탈시설’ 개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행복추구권을 토대로 하며, 이의 전제가 

되는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

원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업

법’상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자립생활의 원칙”및 ‘장애인복지법’상 “탈시설, 자

립생활 중심의 복지정책”등 여러 국내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지

역사회 통합을 직‧간접적으로 지향하고 있다.64) 

Ÿ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특히 대규모) 수용시설의 부정적 측면을 탈피하고자 

소규모화, 지역사회 중심 등을 그 기본요소로 하며, 관리적이고 격리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속성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시설입소자에게도 유지시켜주려는 시설변혁 운

동”이다.65) ‘탈시설화’의 개념은 “‘시설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립’으로서의 탈시설을  

위한 노력”만을 탈시설화로 보는 좁은 의미와, “기존의 대규모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개

선하면서, 탈시설 개념이 내포한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모든 과정”까지를 탈시설화로 보

62) “[오늘 다시보기]형제복지원 사건(1987)”, MBC, 2019년 3월 22일.
63)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사건 공지영 소설 영화로...”, 폴리뉴스, 2018년 10월 26일.
6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p.90.
65) 남세현 외. (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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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다.66)

l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한편67),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
맞춤형으로 제공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Ÿ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서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2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를 2017년 62개소에서 2022년 90개소까지 확대하고, ‘탈시설지원센터’설치, 공공

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8)

Ÿ 2018년 6월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콜로키움 강연에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은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전략은 탈시설화”라고 언급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대형시설 위주로 시행되는 지금의 돌봄서비스 형태를 개선해 개인의 요구에 맞춘, 

개인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탈시설

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69) 

l 그런데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 및 활동가들은 이에 더 나아가 탈시설의 이행 방안으로 모든 

수용시설의 폐쇄, 활동보조인 제공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Ÿ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할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끊이지 않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2028

년 4월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중증장애인 지원주택‧개별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한‘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70)

Ÿ 또한 올 7월 1일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

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 보조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보전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도 요구되고 있다.71)

l 과거 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을 사실상 사회로부터 ‘격리’해 왔던 정책기조를 1990년대 이

후 점차 ‘사회통합형’으로 전환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탈시설에 관한 최근 장애인들의 

요구는 정책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66) 박숙경 외. (2017).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pp.i-ii.; 김도희. (2018. 6. 1.).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회 복지칼럼.

67) 서해정, 이선화. (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p,121,; “시설 장
애인 홀로서기 프로젝트”, 동아일보, 2019년 4월 1일. 

6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 3. 5.).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69) “‘문케어’이후 보건의료 대변혁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 청년의사, 2018년 7월 2일.
70)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 시설폐쇄법 제정하라””, 에이블뉴스, 2019년 3월 26일.
71) ““이제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기록될 것””, 비마이너, 2019년 6월 20일.;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확보해야”, 기호일보, 2019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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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이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반인권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공’이라는 사회정

책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보다 종합적, 균형적 검

토가 필요하다.

l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및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30,693명의 장애인이 전체 

1,517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이 가장 많았

고, 시설 거주 인원수 기준으로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Ÿ 시설 수 비중을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이 전체 거주시설의 절반가량인 49.6%(752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20.6%(313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5.4%(233개소), 

단기거주시설 9.7%(147개소),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6%(39개소), 시각장애인거주시설 1.1%(17

개소), 장애영유아거주시설 0.6%(9개소),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0.5%(7개소)의 순이다.72) 

Ÿ 시설 거주 인원수 비중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

인이 각각 12,008명, 10,996명으로 전체 인원의 대부분인 7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는 공동생활가정 9.6%(2,939명), 단기거주시설과 지체장애인거주시설이 각각 

5.5%(단기 1,699명, 지체 1,690명), 시각장애인거주시설 2.3%(700명),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4%(429명),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0.8%(232명) 순이다.73)

Ÿ 이를 토대로 시설유형별 평균 거주 인원수를 산출해 보면, 평균적으로 여전히 한 시설당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공동

생활가정(그룹홈)은 평균 3.9명(752개소, 2,939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

체 시설 거주 인원 중 대부분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의 평

균 거주인원은 각각 47.2명(233개소, 10,996명), 38.4명(313개소, 12,0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서해정, 이선화. (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p.30.
73) 위의 글.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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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개소)

비율
(%)

인원
(명)

비율
(%)

시설별
평균
인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33 15.4 10,996 35.8 47.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0.6 429 1.4 47.7

단기거주시설 147 9.7 1,699 5.5 11.6

공동생활가정 752 49.6 2,939 9.6 3.9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인거주시설 39 2.6 1,690 5.5 43.3

시각장애인거주시설 17 1.1 700 2.3 41.2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7 0.5 232 0.8 33.1

지적장애인거주시설 313 20.6 12,008 39.1 38.4

총계 1,517 100 30,693 100 42.21)

1) 소규모시설(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평균임.

출처: 서해정, 이선화(2018), p.30.

[표 6]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 및 인원 현황(2017년 기준)

l 한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0,693명 중 

가장 최중증인 1급 장애인이 19,406명(63.2%), 2급 장애인 8,433명(27.5%), 3급 이상 장애인 

2,854명(9.5%)으로, 중증의 1, 2급 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Ÿ 이러한 1,2급 중증장애인 중 상당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장애인 총 19,406명 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인원수는 8,893

명,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인원수는 6,539명이었으며, 2급 장애인 총 8,433명 중에서는 지적장

애인거주시설 인원수 4,064명,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인원수 1,962명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1급 2급 3급 이상 총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8,893명 1,962명 141명 10,996명
(100%)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97명 95명 137명 429명
(100%)

단기거주시설 1,054명 472명 173명 1,699명
(100%)

공동생활가정 1,048명 1,211명 680명 2,939명
(100%)

장
애
유
형
별

지체장애인거주시설 1,048명 426명 216명 1,690명
(100%)

시각장애인거주시설 552명 86명 62명 700명
(100%)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75명 117명 40명 232명
(100%)

지적장애인거주시설 6,539명 4,064명 1,405명 12,008명
(100%)

총계 19,406명
(63.2%)

8,433명
(27.5%)

2,854명
(9.3%)

30,693명
(100%)

출처: 서해정, 이선화(2018), p.33.

[표 7]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장애등급 현황(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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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동안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 크게 수용과정에서의 문제와 

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l 과거에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였다. 하지만 이제는 수용과정상 물리적인 강제성에 의한 인권침해는 더 이상 제도

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Ÿ 과거에는 시설 입소 과정에서 연행 등의 물리적인 강제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

한 강제성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소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강제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년부

터 1987년까지 수천 명의 장애인과 노숙인 등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

적인 수용과정에서의 인권유린 사건이다.74)

  -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

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제58조).’또한 

동법 제60조의2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있어서 서류 신청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적격성 심사 및 결정, 시설 운영자와 장애인 간 계약 체결까지 일련의 절차를 총 8항에 걸

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Ÿ 또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 

의 경우에도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과거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 재활 등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증의 장애인들이 사

실상 시설 입소 외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 그러나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최초 시행되어 시범사업이 수행되었고, 이

후 2011년부터는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혼자서 일상생활

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바우처카드 형태의 활동지원급여로 제공받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과 자립생활, 사회참여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의의

를 지닌다.75)

l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입소 과정에서의 강제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 등 각종 반인권적 범죄, 그리고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발생하

는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문제는 지금까지도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74) “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명백히 위헌””, 뉴스1, 2018년 11월 20일.
7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238&page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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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에 몇몇 장애인단체는 ‘시설은 곧 억압’이고, ‘시설에 의한 수용 자체가 반인권’이라 

주장하며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를 탈시설 운동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l 그런데 시설 자체가 곧 억압과 반인권을 의미하므로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장애인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모든 거주시설들이 폐쇄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지

게 된다. 하지만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과 목적의 요양 및 거주시설이 점차 늘

어가고 있고, 이것이 갖는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 입소여부를 선택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볼 때, 모든 형태의 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과 정책적 수용성을 갖기 

어렵다.

l 거주와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중증질환자의 간병치료 목적의 요양병원, 노인 돌봄을 

위한 목적의 요양원, 치매질환자의 간병을 위한 치매요양시설 등 장애인 시설 외에도 다양하

게 존재한다. 그리고 고령화 등 사회환경 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 및 중증환

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을 점차 늘

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

후 노령과 질병 등의 이유에 따라 중증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나 치매환자 전문 요양원과 

같은 또 다른 유형의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모든 거주시설

의 폐쇄 요구는 정책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기 어렵다.

l 물론 거주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단체생활이라는 속성상 개인의 자유 보장과 사생활 보호에 

있어 일정 부분 제한이나 침해가 따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일수록 더 크게 가해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이익이 보다 크다는 판단 하에 요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선택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l 또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자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주장은, 결국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모두 개별화하자는 주장과도 같다. 하지만 집중적인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거주시설의 폐쇄가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l 거주시설 인원 중 대다수인 중증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의

료, 복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돌봄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

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모든 서비스를 개별화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Ÿ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중증도에 따른 특성상 사회 적응과 자립이 현실적으로 쉽

지 않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장애인공동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에서도 공동생활가정 담당자는 중증장애

인의 경우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시설 유형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바 있

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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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양질의 소규모 거주시설은, 의료와 돌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를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설은 중증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뒷받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l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재정규모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에 있어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등 

정책대상자별 복지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예산 규모의 형평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상, 서비스의 전면적 개별화는 오히려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l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 근로기

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그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게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차원의 활동지원서비스보다 시설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게 되었다.

Ÿ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온종일 근무했던 장애인 활동지

원사도 이제는 4시간 근무 후에는 최소 30분~1시간의 법정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개별적

인 활동지원서비스 방식으로는 돌봄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Ÿ 또한 기존에는 대부분 중증장애인 1명 당 1명의 활동지원사가 하루 8시간에서 최대 20시간

까지 근무했으나, 이제는 활동지원사 1명 당 주 최대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므로 

최소 2~3명 이상의 활동지원사가 교대로 근무하며 돌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 

인력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대부분의 신변

처리를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유대(rapport) 형성이 쉽지 않

게 되었다는 문제도 있다.77)

Ÿ 이에 일부 장애인단체는 활동지원사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하는 활동지원

사의 노동권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예외를 두는 것은 수용되기 어렵다. 돌봄의 연속성 측면

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의 측면 모두를 고려한다면, 소규모의 시설에서 복수의 활동

지원 전문인력을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이 독립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게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활동지원서비스보다도 효과

적일 수 있다.

l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모든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보다는 시설입소여부

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전제 하에‘시설 내 범죄 등 인권침해 소지가 제거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며 양질의 의료,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그룹홈, 너싱홈 

등 소규모의 거주시설’을 중증장애인 등 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76) 남세현 외. (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pp.100-101.
77) ““중증장애인 방치한 나홀로 휴식 마음아파 못해요” 쉴 수도 일할 수도 없는 책상머리 정책...장애인·도우미 한숨 

푹푹”, 스카이데일리, 2018년 7월 5일.



28

보다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다.

l 물론 일반적인 거주시설에 비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증상의 특성상 타인에게 의존도가 높

은 중증의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 점을 유념한다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발

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l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되어 있는 ‘시설 입소여부에 대한 장애인 당

사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거주시설 개선책으로 1) 국공립 시설 확충 등 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그룹홈, 너싱홈 등 적절한 형태로의 

시설 소규모화 추진, 3) 시설 내 1인실 운영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

한다.

1) 국공립 형태의 거주시설 비중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하며, 시설운영에 대한 보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l 아래 사례들과 같이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폭언을 비롯한 반인권적 처우 문제의 

상당수는, 주로 민간 시설의 경제적 이윤추구동기에 의해 각종 비리와 함께 발생해 왔다. 

Ÿ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6년간 위탁 운영했던 ‘희망원’은 지난 2016년 거주 장애인들

을 상대로 한 학대 등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비리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시설 내 폭력‧비리 사건이다. 7년간 309명에 이르는 입소자가 사망하면서 ‘인간사육장’,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고 있다.78) 

Ÿ 경주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지난 2016년 이전부터 거주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부당대우가 발생했으며 원장이 보조금, 후원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횡령했을 뿐

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79)

l 2017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를 보면, 전체 1,517개 시설 중 약 97%가량이 사회복

지법인(895개), 기타법인(250개), 개인(330개)이 운영하는 민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자체 위탁의 경우는 42개로 약 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80)

Ÿ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

시설이 각각 20개, 14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표 6], [표 7]의 시설 현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증장애인(233개소) 및 지적장애인거

주시설(313개소),은 각각 5개, 2개소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각, 청각‧언어장애시설 

및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78)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 시작”, 비마이너, 2019년 3월 7일.
79) “경주 ‘H’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백화점식 종합 비리 터져”, 프레시안, 2019년 6월 6일.
80) 서해정, 이선화. (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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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간시설

지자체 
위탁 총계사회복지

법인 기타법인 개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8 6 14 5 233
(15.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2 0 0 9
(0.6%)

단기거주시설 66 47 20 14 147
(9.7%)

공동생활가정 360 181 191 20 752
(49.6%)

장
애
유
형
별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27 2 9 1 39

(2.6%)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5 1 1 0 17

(1.1%)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4 2 1 0 7
(0.5%)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208 9 94 2 313

(20.6%)

총계 895
(59.0%)

250
(16.5%)

330
(21.8%)

42
(2.8%)

1,517
(100%)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는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유형 구분이 없음.

출처: 서해정, 이선화. (2018). p.36

[표 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2017년 기준, 단위: 개소) 

l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는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원, 정신병

원 등 타 시설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

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 직접운영 비율은 단 0.4%에 불과해, 72%인 스웨덴과 28%인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고, 그나마 존재하는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81) 

l 따라서 민간의 이윤추구동기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및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국공립 형태의 

거주시설 비중을 대폭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l 다만 국공립시설의 비중을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더라도 현재 민간시설의 비율이 97%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는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Ÿ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

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되었지만, 신고나 상담이 접

수된 이후에만 현장조사와 지원, 모니터링이 가능한 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82)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통

해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81)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 에이블뉴스, 2019년 1월 3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8). 『사회서
비스원 운영 방안 모색 – 사회서비스 소포럼 운영결과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p.2.

82) 국가인권위원회. (2018).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pp.33-3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http://www.naa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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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시설이 대규모화될수록 사생활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 내 통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그룹홈이나 케어홈, 너싱

홈과 같은 형태의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l 2011년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거주시설의 정원을 최대 3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장애

인 시설 소규모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거주시설의 불편 및 사

생활 침해, 획일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통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억압적 요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83)

Ÿ 당시 법 개정이유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정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시

설이 대규모화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84) 

l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에 있어 유인책과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탓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실효성 있게 추진

되지는 못했다.85) 

Ÿ 앞서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여전히 한 시설 당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주인원 30,693명 중 74.9%(23,004명)에 해당하는 중

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평균 거주인원 수는 각각 47.2명과 3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Ÿ 또한 2017년 기준 규모별 시설 현황 통계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여전히 33

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중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이 각각 16개소씩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3인 이상 99인 이하의 규모 시설에서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122개소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이 106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86)  

l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에 여러 소규모시설들을 효과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

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여건이 확보되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관할 지역 내 소규모 거주시설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거주시설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인력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면, 

여러 소규모 시설들이 안정적 운영 하에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Ÿ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기능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 요구 증대와, 민

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과도한 시장화에 따른 종사자의 낮은 처우, 서비스 

질 저하, 시설 사유화에 따른 회계 불투명 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었다.87)  

83) 서해정, 이선화. (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p.15.
84) 법제처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법([시행 2012. 3. 31.] [법률 제10517호, 2011. 3.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http://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87&chrClsCd=010202&lsRvsGubun=all 
85) 서해정, 이선화. (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p.3, pp.121-123.
86) 나머지 한 곳은 지체장애인시설임. 위의 연구,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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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2018년 12월 제9차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 

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8)

Ÿ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며, 국공립시설

이나 평가결과가 저조한 민간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명에서 30

명 이하 가량의 소규모 거주시설의 경우 모든 시설마다 각각 법인화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인력을 갖추고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이 이

러한 소규모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지역 내 각 시설마다 운영에 필요한 돌봄, 의료 

등의 다양한 인력과 자원을 공용화(pooling)하여 직접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

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시설마다 일관성 있

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89) 

Ÿ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지닌 이러한 장점을 통해 타 민간시설에 표준운영모델 제시와 

컨설팅 등을 통한 견인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90) 

Ÿ 따라서 향후 그룹홈, 케어홈, 너싱홈 등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 4~30인 단위로 구성된 소규

모 시설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소규모 시설들의 직영 운영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시설의 소규모화와 동시에 시설 내 1인실 운영 등 거주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l 개인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설 소규모화는 단순히 시설 이용자 수가 적은 것뿐

만 아니라, 한 방당 1~2명의 생활 인원으로 기존 시설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개

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보다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91)

Ÿ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애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4~15명 단위로 운

영되고 있는 외국 소규모 시설 운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밀착된 지원을 받는 너싱홈

(nursing home, care with nursing) 형태의 시설이 제공된다. 너싱홈의 경우 나라마다 약간

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최대 정원은 15-20인을 넘지 않는 소규모 단위로 구성되어 있

다.92)

  - 영국의 국가 돌봄 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3 stars, excellent)을 받은 정원 10명 이

87) 서울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http://wis.seoul.go.kr/hope/societyService.do 
88) 보건복지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941175&memberNo=31572221&vType=VERTICAL
8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8).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모색 – 사회서비스 소포럼 운영결과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p.15
90) 서울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http://wis.seoul.go.kr/hope/societyService.do 
91) 서해정, 이선화. (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p.124.
92)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

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p.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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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거주홈(care home) 기관의 경우, 1인실을 사용하였고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에 따라 

지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기관의 주치의를 통해 적정한 의

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3) 

  - 미국 하와이주의 ‘The Arc in Hawaii’는 1954년 지적장애인 부모들이 설립한 대규모의 

비영리단체로서 1970년대부터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거주시설과 

활동지원,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중증장애인 4명이 24시간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시설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1인실에서 개인의 공간을 확보하며, 총 3명

의 지원인력이 있는데 식사 시간과 같이 집중적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는 1:1 지원이 이루

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94)

l 위에서 제시한 소규모 단위 거주시설 중심의 운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개

별화된 서비스의 제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l 그러나 이러한 비용적 차원의 문제를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부담에 관한 문제는 논외

로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서비스의 전면적 개별화가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중증장

애인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고려하면, 자기선택권이 보장된 전제 하에서 적절한 형태의 소규모 

거주시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필

요한 측면이 있다. 

l 탈시설 운동이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자율성 침해에 대한 장애인

의 우려와 요구는 마땅히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l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에 있어 모든 거주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이 최선의 

정책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 균형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앞서 서술한 고

령운전자, 정신질환자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의 탈시설 이슈 역시 당사자의 인권과 자기결정

권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간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사

안인 것이다. 

l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설 내 인권침해요소를 차단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국공립 소규모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입소여부 선택권을 보장하

는 것은,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 측면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 대안이 될 수 있다.

93) 장봉혜림재활원 그룹홈지원센터. (2010). 『지역 장애인중심의 그룹홈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룹홈지원센터 모형개
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pp.71-73.

94) The Arc in Hawaii webpage. https://www.thearcinhawaii.org/; 장봉혜림재활원 그룹홈지원센터. (2010). 『지
역 장애인중심의 그룹홈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룹홈지원센터 모형개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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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l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 문제와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이슈와 같은 사례들은 주제는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사

회정책에 있어 정책대상자 당사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 사회적 공익과 정책적 목

표 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l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기능 및 적성검사를 주기, 내용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진

행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의 조건을 제한하거나, 면허 반납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용 차량 중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

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연령 도달 시 면허반납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고령운전자 당사자 및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고로부터의 사

회구성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와도 균형을 이루는 대안이 될 수 있다.

l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의 경우, 필요시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 또는 사법적 절차에 준하

는 입원 절차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인

권침해 소지를 차단한 양질의 의료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권과 인권 보호, 환자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의 차원에서도 

균형된 정책대안이다.

l 고령운전자, 정신질환자 이슈와는 또 다른 ‘탈시설’ 이슈도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과,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이라는 사회정책적 목표와의 균형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과 같이 종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전제 하에

서, 사생활 침해요소를 최소화한 양질의 소규모 국공립 거주시설을 확충하여 제공하고 인권

침해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l “개인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그리고 정책적 목표와 공익” 중 어느 한 쪽만이 강조되거나 

일부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정책은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하기도 어렵다. 

이제는 본 보고서상 다룬 사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도 이 모두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서 이들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논

의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사회정책 이슈에서 인권과 정책적 목표 간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

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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