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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 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 근권, 그 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웹 근

성이,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외에도 직업  다양성을 개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제시해 주는지에 

해 비 으로 검토하 다. 이를 통해 직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 기제로서의 웹 근성 향상을 

한 입법상의 보완 을 제언하 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ome implications affected from that right to information access, among them that make up the core Web 

accessibility stipulate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at excepted visually impaired masseur, in addition to the professional 

diversity in present. Through that sought policy suggestions about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revision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for achievable professional diversity as a basic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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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각장애는 장애유형 에서도 증에 속하는 장애

이기 때문에 구직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유보고

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유보고용이란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해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 으로 고용하는 제도로서 시각장애인과 같은 

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직 인 계를 형성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보고용제도는 시

각장애인 ‘안마업’ 뿐이며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안마

와 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1913년 조선총독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제도는 

2006년 헌법재 소가 ‘비맹제외 기 은 국민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내림으로써 유보직종으

로써 존폐 기를 맡기도 하 으나 시각장애인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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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권 ’에 한 항과 재의 결 후속조치로 보

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안마사에 한 내용을 

의료법으로 규정하여 안마사를 시각장애인 유보직종

으로써 재규정하기로 한 상태이다[1]. 

문제는 유보고용제도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의 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마업 이외의 합 

직종을 개발하려는 각 부처 간 노력이 둔화되어 있고, 

복지 등 직업재활 시설 장에서는 이 을 개선하

고자 다른 직종에 한 훈련과 개발을 시도하여도 시

각장애인 개인의 호응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안마업 동종업종 내의 동일 장애유형간 경쟁, 서

비스 질에 한 논란, 낮은 고용의 질, 시각장애인 직

종개발이나 직업 련 연구의 소홀이라는 결과를 래

하는 등 이  측면이 여 히 존재한다[16][19]. 

이러한 상황 속에서 IT 분야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의 다양성확보를 모색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이고 기

인 방안이 된다. 다양한 기술이 시각장애인의 시

력과 이동능력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이 웹 서비스에 

근할 수 있다면, 재활보조기구를 통해서 안마사 이

외의 보다 다양한 직업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제는 웹 근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건이 된다. 

근성이란 다양한 에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어

떤 서비스나 시설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이용이 가

능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웹 근성이란 웹에서 

근이 허락된 어느 사이트든지 들어가 불편함 없이 이

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7].

이러한 웹 근성은 이용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

는 치명 인 불이익이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 근에 한 어려움은 다른 장애 역보다 크다. 

근 불가능은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데 

사회·경제  지 에 의한 장벽, 정보통신 상품의 복잡

한 설계, 그래픽 인터페이스, 체 입력이 제공되지 않

는 터치스크린과 포인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가상

인 환경들, 음향 입출력,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  시스

템 등 다양한 근 장벽들이 존재할 수 있다[2]. 이러한 

장벽은 정보통신 시스템이 단지 정보 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 인 매개가 된다는 

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인한 근 불가능성은 시각장애

인들을 ‘이  장애(double-handicap)'의 상황에 놓이

게 하는 것이 된다[12]. 따라서 웹 근성의 확보는 교

육  고용, 기타 경제활동, 시민으로서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인의 삶의 질과 직 으로 연결되는 권리

로 간주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웹 근성을 명시한 법

이 2008년 4월 11일 제정된 장애인차별 지법의 정보

근권이다. 장애인차별 지법 시행은 장애인의 인권향상

에 실질 으로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수 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인차별 지법의 핵심이 되는 정보 근권은 시각장

애인에게 다양한 IT분야를 할 수 있는 법  장치로

서, 격하게 변화되는 오늘날 다양한 직업군에 근할 

수 있는 기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근이란 시각장애인으로 하여  정보통신을 활용

하여 사회 환경에 용하게 하는 한편, 환경 체계의 정

보통신과 구성체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응시키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0].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

률(이하 “장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 근권, 그 

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웹 근성이 시각

장애인이 안마사 외에도 직업  다양성을 개진해 나

가는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제시해 주는지에 해 비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기 기제로서의 웹 근성 향상을 

한 입법상의 보완 을 시사 하고자 한다.

II. 시각장애인 웹 근성과 직업재활 황

유보고용은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해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 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로 증장애인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유보고용제도는 비장애인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안 성을 유지하는데 일조해왔다. 그

로인해,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2.1%로 

체 장애인 38.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안마업의 유보고용제도에 따른 안마직종에서의 

고용 비율과 체 시각장애인의 약 60%를 하는 6

 경도시각장애인의 고용비율을 감안한다면 안마 이

외의 직종과 일반사업체에 한 시각장애인 고용상황

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19]. 안마사 이외에 

합 직종 형성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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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성  뿌리내리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에 알맞은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무한 실정이다[16].

한 직업다양성 확보를 한 웹 근성 향상에 

한 연구 역시 매우 조한 실정인데, 최근까지의 시각

장애인과 련한 연구는 주로 직업만족도  정규직 

향 요인[17][19], 진로등과 같은 학생활 응 실태

[6][9] 정도가 발표되고 있다. 물론 웹 근성 향상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는 하 으나 

[14][13][8], 주로 기술 인 측면을 다루었고 시각장애

인의 인권  삶에 련된 법 개선 련 연구

[10][21] 역시 다루어져 왔으나 매우 조한 연구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에 시행된 장차법

의 정보 근성의 황  개선방안에 한 연구는 거

의 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은 실천 장과 매우 긴 한 연 이 

있는데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종개발을 한 장 

서비스 역시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한 련 법규는 정보소 부처별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노동부 소 (장애인고용 진  직

업재활법), 보건복지부 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

업재활훈련), 교육인 자원부 소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직업교육)으로, 소 부처의 직업재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안마 련 종

사자 들이다. 이와 같은 실은 직업재활의  과정을 

거치도록 직업교육훈련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

러한 문 직업 교육훈련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차 늘어나고 있는 도실명 시각장

애인을 한 직종개발  고용유지 등의 직업재활 서

비스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2012년 발표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

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청각, 신장,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는 반면, 근로 근속기간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상 으로 짧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둔 이유

는 임시직이거나 계  일의 완료 는 일거리가 없

어서가 가장 높은 원인이라고 응답한 것을 도 이들

의 고용형태가 일시 이며 안정 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들이 재 종사하고 있는 취업유

형은 제조업, 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 농업·임

업·어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인들이 희망하

는 일자리는 숙박·음식 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

보장행정,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사업시설 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

비스업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7].

III. 장애인차별 지법에서의 정보 근권 
문제 과 개선방안 

장차법의 목 은 모든 생활 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

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 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고

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동법 제 21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 14조와 

별표 3에 의하면 웹 사이트의 근성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 규정의 용은 행 자의 유형별

로 최소 1년부터 시작하여 차등 으로 유 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013년 8월 재 아직은 기 이

나 사업체 등에 이러한 규정들이 용되는 기 들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이와 련한 국내의 사례는 많

지 않은 상황이다[10].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련법들은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동등한 처우와 권리보장에 을 맞추기 보다

는 정부  지자체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한 

목 으로 제정된 측면이 강하다. 장차법 이 부터 시

행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에 한 법률’은 장차법에

서의 정보 근권과 정보제공이라는 공통  맥락을 갖

고 있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에 한 근권이 권

리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수혜의 차원에서 제정·시행되

었다. 이는 단순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이고 

정보이용을 진하기 해 제정  실행되었기 때문

에 권리의 심체이자,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의 장

차법의 취지와 출발 이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차법은 미국, 국 등 복지선진

국에서도 명시하지 않는 장애인의 웹 근성을 보장

하고 있다. 제 20조는 공공기 의 모든 웹사이트들의 

근성을 강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 21조 제 

1항은 공공기 , 교육기  등이 자정보에 차별없이 

동등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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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이 의 장애인 련 법들

이 해결할 수 없었던 권리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권리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산출하기 해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장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 지에 한 

사항이다. 차별은 직 차별과 간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 불이행으로 구분된다. 우선, 직 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 

등 불리한 우를 지한다는 사항이고(제4조 제1항 

제1호), 간 차별은 장애인에 하여 형식상으로 제

한·배제·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지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래를 지한다는 

사항이다(제4조 제1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

는 경우’는 이를 어길 시에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불

이행으로 간주된다는 사항이다(제18조제3항). 

문제는 직 차별과 간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분 혹은 기 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있다. 무엇이 

직 차별이고 무엇인 간 차별인가, 무엇이 정당한 편

의 제공의 의무인가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직종의 정보를 

하기 해 공공기  혹은 직장에서 웹을 사용하려 

하지만, 이에 한 근성이 부재되어 있다면 이것이 

직 차별인지 간 차별인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미의 

불이행인지가 불명확해 진다. 기 을 시각장애인 입장

으로 두었을 때,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직업  차별

에 근본 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직 차별이라 

볼 수 있지만, 장애인이 근하려는 공공시설이나 직

장을 심으로 보면 ‘배려’의 부재일뿐이다[10]. 특히, 

차별과 련하여 ‘과도한 부담이나 히 곤란한 사

정’ 이 있을 때는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은 지극히 장

애인의 입장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차별의 마지막 유

형인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다

분히 비장애인 혹은 공공기  심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나 

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나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도록 되어있다(제4조 제3항). 즉 장애인에게 웹 근

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지만 동시

에 단순한 권장사항이 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구제에 한 장차법의 법  효력은 강제

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셋째, 장차법의 정보 근권이 권리로 보장받기 

해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강제력 있는 구제수

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다양

한 구직 정보를 얻기 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할 때 

웹 근성을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 한 웹사이

트를 제공하거나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웹을 사용

하게 하는 것이 표  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리는 듯 하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

는 편의는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 

시각장애인 혼자 웹에 근할 수 있는 소 트웨어의 

개발  보 보다는, 이보다 비용이 게 들어가는 인

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웹 근을 도우려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독립 으로 웹에 근할 수 있는 자율

성과 사 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아직

까지 공공기 , 시설  직장 등에서 웹 사용을 

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한 

소송 차가 미비하다. 

IV. 결론  함의

시각장애인은 유보직종인 안마외의 다른 직업군을 

모색하려해도 실  어려움에 직면하여 안마업을 선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시각장애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

하고 정보소외 계층이다[22]. 

이와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차별 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근권은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종 근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 근권에서 핵심으로 다

루고 있는 웹 근성 부분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진로모색의 기  단계이

지만, 주로 비장애인  공공기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이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장차법

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 근권이 권리로서 보장받기 

해서는 구제수단의 구체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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