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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민옹호인이발달장애인과 만남속에서 어떠한 옹호 역할을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

았다. 시민옹호란 사회 으로 취약한 이들을 신하여 시민이 옹호하고 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시민옹호인 13인을 4개 그룹으로 나 어 포커스집단면 을 실시하 고 시민옹호인의 역할 개

념을 분석하 다. 4개의 주제와 9개의 하 주제로 구분되었는데, ‘당사자의 자기변화 이끌기’, ‘당사자의 권한회복

하기’, ‘당사자와 한편 되어주기’, ‘당사자의 세상크기 넓히기’의 주제와 ‘‘자기(욕구)문제 인식하고 해결하게 하기’,

‘말하는 역할 부여하기’, ‘서비스 이용 계 주도권 회복하기’, ‘기존(가족, 이웃) 계 속 권한 회복하기’, ‘ 피해 방

지하기’, ‘ 신 말하기’, ‘공감하고 탄원하기’, ‘지역사회 변화 진하기’, ‘당사자의 세상 크기 조 넓히기’ 의 소주제

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 로 방 옹호로서의 시민옹호, 시민옹호와 문 옹호체계의 상보 계, 자원 사

활동지원과 시민옹호의 차이 , 시민옹호 사업을 한 고려사항을 논의하 다.

주제어 : 시민옹호, 옹호,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 포커스집단면 , 지역사회복지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citizen advocates in advocating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itizen advocacy refers to activities that advocate and represent citizens on behalf of those who are

socially vulner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concept of citizen advocates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dividing the 13 citizen advocat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o 4 groups. It is

divided into four main subjects and nine sub-themes. The main theme are 'Self-transformation of the parties',

'Restoring the rights of the parties', 'Being with the parties', and 'Expanding the world of the parties'.

Sub-themes are 'Recognizing and solving the problem of self', 'Granting role to speak', 'Recovering the initiative

of service use', 'Restoring the rights of existing (family and neighbor), "Preventing money harm" "Speaking

instead", "Encouraging and petting people", "Promoting change in the community", and "Expanding the size of

the world a little bit". Based on thi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citizen advocacy as a preventive advocacy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dvocacy and professional advocacy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volunteer and personal assistants and citizen advocacy, and considerations for citizen advocacy.

Key Words : citizen advocac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vocacy,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 group interview, communit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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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민옹호란 사회 으로 억압 는 차별의 상이 되는

이들을 신하여 시민이옹호하고 변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1,2]. 시민옹호의 개념에 한 논의는 장애인의 지

역사회참여를 강조한 울펜스버거의 오랜 논의부터 시작

되었다. 그는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삶과 련하여 ‘장애

인의 장단기 이익을 변하는 성숙하고 유능한 자원 사

자[3]’로 시민옹호인을 명명하 다. 증장애인 는 발

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

서 지지가 필요할 때, 재활 복지 문가 외에 일상

속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주변사람이 시민옹호

인인 것이다[2]. 특히울펜스버거와 오 라이언은 시민옹

호인이 장애인의 정서 지지자 는 변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수용, 존엄성, 지 ,

공민권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면서 장

애인의 권리 보장을 한사회변화까지 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 다[4]. 미국에서는 1970년에 첫 번째 시

민옹호 사업이 시작되었고 미연방보조 이 주어지면서

불과 2년만에 200개가 넘는 시민옹호사업이 시행되었으

며,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도 시민옹호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5].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민옹호에 하여 거의연구된 바

가 없다. 최근에 장애인복지 의 기능 환에 한 논의

와 함께 지역사회기반 복지 장애인 권익옹호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시민옹호도 언 되기 시작한

수 이다[6]. 그러나 이 한 부분 장애인복지 의 역

할이나 문가에 의한 옹호, 특히 학 피해 권리구제에

한 옹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을 두고 있어서[7], 시

민옹호와 같은 일상에서의주변인의 옹호활동에 한 연

구나 논의는 부족했다[8]. 일부는 자원 사자나활동지원

사와 시민옹호인의 차이에 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연구가 부재한데 반하여 시민옹호는 복지사업으로 확

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시민옹호 사업은 2016년 과천과

인천에서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는데, 발달장애

인을 상으로 한 지역주민 조직화 시범사업이었다. 이

후 2018년 서울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에서 각각 5개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 을 선정하여 지역기반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확 시행하면서 장애유형을 장애 역

으로 넓혔다. 2019년에는 서울, 경기 이외에 한국장애인

복지 회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국 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상된다.

이 시 에서 본 연구는 시민옹호인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권리옹호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만

을 두고 있고, 민법상에서는 장애인 후견인과 같은 한정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복지 장에서는 일상 삶

속에서의옹호가 요함을 견하고 시민옹호인이 그 역

할을 할 것을 기 하고 복지 사업이자 로그램으로 실

시하고 있다. 법 역에서 의미하는 옹호와 달리, 민간

역에서의 실제 일상의 옹호역할을 시민옹호인은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확산되고 있는 시

민옹호인 사업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꼭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권익옹호는 이제 개념 논

의에서 실천상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단계에 어들었다.

한 탈시설, 지역사회 포 어 등이 강조되는 시

에서 문가에 의한 옹호는 물론 시민에 의한 옹호도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민옹호인이 인지하는 역할개

념을 살펴 으로써, 본 연구는 시민옹호의 확산에 필요

한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옹호체계를 만들

어나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의도 표집으로 선정하 다. 의도 표

집은연구주제와 목 에 부합하는 한 참여자를 선정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 에서

시민옹호인으로 활동 인 지역주민 25인 에서 연구참

여의사를 밝히고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한 13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머무르던 발달장애인

과[9]과 일 일 계 형성하고 지속 으로 발달장애인과

만나고 옹호 활동을이어가고 있다. Table 1과 같이 연구

참여자의 성별분포는 체 13명 여성이 12명, 남성이

1명이었다. 연령은 50～60세가 10명, 60세이상이 2명이었

고, 시민옹호인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18개월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이 1명, 2개월이 2명, 4개월이 1명, 15

개월이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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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

participants age gener
advocacy
period(month

s)

1group

1 50s Female 18

2 60s Female 4

3 50s Female 18

2group

4 60s Male 18

5 50s Female 18

6 50s Female 18

3group

7 50s Female 18

8 50s Female 18

9 50s Female 18

4group

10 50s Female 1

11 50s Female 15

12 50s Female 2

13 60s Female 2

2.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에 한 달간 4그룹으로 나 어

집단면 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룹별 1회씩 약 2시

간 후의 면 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취

후 사되었다. 한 연구진은 시민옹호사업 기부터

월 1회복지 에서 열리는 ‘시민옹호인 간담회’에참여하

고, 기 참가자의 허락을 받아 간담회 녹취자료

(2016. 11월～2018년 2월)도 본 연구에 활용하 다.

2.3. 분석방법

시민옹호인의 역할에 한 인식을 탐색하기 하여 주

제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주제분석은 무정형의 질 자

료를 질서짓는 과정에서 상이나 경험속에 들어있는 주

제를 찾아내는 것인데, 상의 구조, 과정, 유형, 기제 등

을 밝히기 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개념

을 재개념화한다[10].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연구자 1인은 면

담을 진행하고, 다른 1인은면담 진행과정에 참 하

다. 면담내용을 녹취한 후 내용을 사하 고 반복 으

로 읽으면서 ‘옹호활동에 한 역할 인식’을 악하고자

하 다. 면담내용 옹호개념과 련된 의미 있는 단어

나 구 들을 확인하고 이를 추출하여 코드화하면서 의미

를 명확히 하고자 하 다. 이에 비슷한 개념을범주화 하

으며, 1차 분석된자료를 가지고 두 연구자가 재범주화

하며, 상 개념과 하 개념 간 설정을 수차례 논의하며

결과를 도출하 다. 이후 주제어에 따라 련된 개념어

와 의미있는 사례를 재배열하 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포화될 때까지 면 과 분석을 계속하 다. 자료 분

석의 과정동안 연구자간 확인과정을반복 으로 거쳤

고 해당분야 문가의 피드백을 받았다. 한 분석결과

를 최종 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의 신뢰도과 타당도를 높 다.

3. 연구결과

13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를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4개 역, 10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Table 2. A topic related to the role-awareness of advocates

(n=13)

a major topic a minor topic

lead ing the
pa rty to
se lf-change

Making you aware of and solve your
problems

Assigning a Speaking Role

Attending the
rights of the
person
concerned

Preventing loss of leadership in service
use

Preserve authority in existing (family,
neighborhood) relationships

protection against property damage

being on the
same side

Speak on behalf

Empathy and Fight

Expand the size
of the person's
world

Promote community change

Expand the size of the person's world

3.1. 당사자의 자기변화 이끌기

3.1.1 자기문제 인식하고 해결하게 하기

시민옹호인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옹호인은 당사자가

‘불편함’을느낄 수 있는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게 하거

나, 혹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

을하고 있었다. 아래 는 그와 련된 사례를 보여 다.

“주방에서 방에 들어가는 구들장이 깨져서 덜그덕 거리

는데 그냥 두는 거에요....( 략)...화장실 문도 다 썩어서

다 고쳐야 하는데...( 략)...그래서 잊을 만 할 때마다 얘

기했더니(철물 을 하시는) 이웃집아 씨를 불러서 5년

만에 문짝하고 방바닥 고쳤어요.(시민옹호인 1)”

“티비가 고장나서 새로 샀다고 나보고 구경오라고 연락

이왔더라고요. 지난번 (나와 함께)구입했던 곳에서 32인

치 티비 샀다고 하면서요. 이거는 (당사자의) 언니 모르

게 자기 돈으로 샀 요(시민옹호인 8)”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3호115

‘시민옹호인 8’은 시민옹호인과 함께 자제품 상가를

다녀보고, 직 자신이 모은 돈으로 고장난 냉장고를 새

냉장고로 바꾸는 경험을해보면서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

고 표출 는 해소하는 모습을 보 다. 옹호인이 의도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욕구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기다려주고 하는 활동이 당사자

의 자기 변화를 이끌었다고 하겠다.

3.1.2 말하는 역할 부여하기

만남 기에는 주로 옹호인이 화를 이끌어 가지만,

만남이 지속되면서 옹호인은 ‘듣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장애인보다 작은 세상크기와작은 소통크기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당사자들은 ‘묻는 말’에 단답식으로 이야기

하거나,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등 ‘듣는 역할’ 혹은 ‘수동

으로 답하는 역할’을 해왔다[11]. 그러나옹호인과지속

인 만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

다.

“뭐 물어보면 답만 하더니 요즘엔 가 와서뭐 사주고

갔고 와서 무슨 말을 하고갔는지 얘기해요..( 략)...맨날

불편한거 없다고 안도와줘도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지

은 가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놔요.(시민옹호인 1)”

“처음에 갔을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를 쳐다

만 보거나 ‘...( 략).... 집안얘기 아빠얘기, 언니랑 여동생

얘기도 하고 엄마 생일 때 큰언니가 밥 산 얘기하면서...

( 략)...말하면서 신나해요.(시민옹호인 2)“.

발달장애인이 듣는 역할에서 말하는 역할을조 씩 하

다보면, 자기표 의즐거움을 알게되고, 시민옹호인들은

이들과 더 극 으로 소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 다. 즉

시민옹호인은 당사자들의 ‘세상크기, 소통크기’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이 자기 스스로를 표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말하는 역

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2. 당사자의 권한 지키기

3.2.1 서비스이용 계 주도권 박탈 방지

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옹호인들도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주도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하

고 있었다.

“활동보조인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하면 그만 둘거고....( 략).. 한번은 새로 온 활

동보조인이 더러 구냐고 하길래(사실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 에서 모니터링 나왔다고 했어요, 상자가

활동보조인에게 불만을 표하는데 제가 직 으로 어떻

게할 수있는 건아니니까 활동보조인오시는시간에가

서 앉아 있기도 했어요. (시민옹호인 8)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활동보조인을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과 동시에 당사자가 직 으로 말

하기어려운 것을 신하여 말함으로써당사자의 서비스

이용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시민

옹호인3도 마찬가지 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서류에 ‘서명’을 하는 작은 역할이

었음에도 ’서비스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옹

호활동을 하고 있었다.

“요양원에 가면 (서류에) 서명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신해서 제가) 거기 뭘 쓰는 순간 벌떡 일어나

서 보거나 유심히 보는걸 느껴요...( 략).. (제가) 감시자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시민옹호인 3).”

시민옹호인들은 스스로에 해 ‘서비스 감시자, 견제하

는역할’ 부여하며, 자신들이 정한 그역할을충실히해내

고 있었다. 옹호활동을 통해 기존의 복지서비스 이용

계에서 장애인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

다.

3.2.2 기존 계 안에서의 권한 지키기

발달장애인은 기존의 가족 이웃 계 속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민옹호인은 이러한 기존 계 안

에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지 와 권리를 지킬 수 있도

록 옹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돈 리를 해주는 동생이) 가까이 사는데도 안와요. 한

번 화보러 가고 싶어 하셔서 동생에게 돈을 달라고 했

는데, 밤이라서 돈을못 보내 다고해서, (제가) 요즘에

는밤이라도 다보내 수 있다고(당사자에게) 말해줬더

니 (동생에게 자기주장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필요하

다고 하면 돈을 잘 보내 다고 해요(시민옹호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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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사별한남편의 연 을

친동생이 리하고 있어서, 동생에게 화로 생활비를

더 보내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다. 옹호인이

가족 계에서의 권익옹호자로 자리하면서 장애인은 강

력하게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2.3 피해 방지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들과 주변을 살피며, 오랜 계를 쌓으면서 당사

자로부터 련 정황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고

피해를 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언니(장애인)가 통장에 이야기를 해서 포통장 느낌이

왔어요. 아는 사람이 자기명의로 돈을 넣으면 수 자 탈

락이 안된다고 하길래 언니가(장애인) 거기로 돈을 넣었

요...( 략)...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그 게 하면 나

에 언니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도 주장할 수없다고...

( 략)...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는 거에요. ..

( 략)...남의 통장을 내가 쓰면 경찰서에 가야한다. 언니

돈은 언니통장에 넣어야 한다고 쉽게 설명을 했어요.(시

민옹호인 8)”

시민옹호인 8은 시민옹호활동을 한 지 6개월만에

에 한 이야기를듣게되었다. 장애인과 화를 통해 ‘

포통장’ 느낌을 받은 시민옹호인은 피해를 방하고

자 장애인이 스스로를 옹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러한 옹호활동은 발달장애인이 시민옹호인을 신뢰하고

정보를 터놓고 이야기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옹호이

며, 경제 피해를 방하는 활동으로서 매우 요한 옹

호 기능이다.

3.3. 당사자와 한 편 되어주기

3.3.1 신말하기

발달장애인에 한 이해와 심의 부족으로 지역사회

의 사람들은 해당 장애인에게 차별 내지는 불평을 할 때

가 있다. 그럴 때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인을 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상황이 조정되기도 하

다.

“어머님(장애인)이 몸 흔들림이 있고 버스탈 때 카드 찍

는 거 안해보셔서 버스를 타는데 뒤에 분들이 걸려서 짜

증을 내시는 거에요. 기사님도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

략)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는이사람 옹호인 인데요

이 게 하시면 안돼죠. 카드를 들고 있으니 어디다 찍으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하면 다른사람들도 빨리탈 수있

었을 텐데 그 게 노골 으로 짜증만 내시면 어떻게 하

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기사가) 조 풀리시더라고요.

(시민옹호인 1)”.

“쇼핑센터에 간 이 있는데 매장에 들어가서 뭐가 가지

고 싶은지 결정을 못하는거에요. 그런데 매장직원이

무 안 좋은 으로 보시는거에요 그래서 직원분한테‘이

분이 발달장애인고 지 물건을 고르는 이라고’ 설명

을 드렸더니..(시민옹호인 3)”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인이 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할 때 기사나 직원 등이 ‘안 좋은 ’으로 보지 않도

록당사자를 신해서 탄원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에서 당사자를 변

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3.3.2 공감하고 항하기

시민옹호인이 당사자에게 옹호활동을 하면서 당사자

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는 지 들이 있었다. 표 으로

는 당사자가 부당한 우를 받아서 당사자를 신하여

탄원해야 하는 경우 다.

“시민옹호인 하는 에 직원 한 분이 (당사자를) 정신병

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에요. 나도 모르게 얼굴

이 굳어지고 표 은 부드럽게 했지만...( 략)... ‘그런 얘

기 쉽게 함부로 하는거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얘길 안하더라구요. 는 그런게 옹호인 것 같아요.

(시민옹호인 4)”

시민옹호인4는자신이 방문하고 있는 기 에서 직원이

당사자의 이상행동이 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이 좋겠다고 하자, 얼굴이 굳어졌고 단호하게 옹호하

다. 신해서 말해주는 역할에서한발 나아가 한 편이 되

어 공감하고 변보다 강력한 항을 해주는 역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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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당사자의 세상크기 넓히기

3.4.1 지역사회 변화 진

시민옹호모델은 선택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장기

간의 계형성을 통해, 개인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의 사이의 연결을 돕는다고 하 는데[4,12], 다음의 사례

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르신이(장애인) 매일 가는과일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갈 때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에게 어르신의 일상을 이야기 해주세요.

( 략)... 는 집이나 지역 상인들에게도 어르신과 방

문하고 소개 했더니, (이후에 내가 혼자 가도) 어르신의

일상에 한 정보 반찬배달, 가족 방문, 흡연 등에 해

서 일거수 일투족을(목격담을) 다 이야기 해주세요. 그

래서 는 그런걸 보면서 지역사회가 이 분에 해서

심을 가지게 되는걸 보고 옹호라는 거는 그분들을 바라

보는 지역의 따뜻한 시선인 것 같아요.(시민옹호인 9)

“집 앞에 마트 갔을 때 캐셔한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장애가있어서계산도잘 안되고 하니다음에왔을때

투 안에 수증과 잔돈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했더

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옹호인 1)”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밖에 잘 안나오려는 경향

이 있는데, 옹호는 그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차

별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인 것 같아요.(시민옹호

인 4)”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인과 지속 으로 만나면서 장

애인의 주변 이웃도 만나게 되는데, 과일가게 주인은 발

달장애인에 한 다양한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시민

옹호인9), 슈퍼마켓 직원은 발달장애인이 오면 거스름돈

과 수증을 꼭 확인해달라는 시민옹호인의 요청에 ‘알

았다(시민옹호인1)’며 반응을 해주기도 하 다. 그리고

옹호인이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에게 심을 가지고

찰을 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 지역주민을 알아가면서, 옹

호인의 역할을 ‘장애인이 차별 없이지역에서 살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시민옹호인4)’으로 악하기도 했다. 즉,

옹호인이 발달장애인 주변 지역사회의 사람과 네트워크

의 변화를 진하고 있는 것이다.

3.4.2 당사자의 세상크기 조 넓히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크기 확장을 의미한다[11].

사회 인 네트워크가 약하고, 고립되어 있는 당사자에게

소통의 상 가 되어 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자의 세

상을 조 은 키워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발 으로 할 수

없을 때길을 터 수있는 사람이라생각해요. ( 략) 그

런 게 옹호라고 생각해요. (시민옹호인 5).

“이 하늘아래아무도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

더라고요...( 략)...제가 가면 ‘자꾸 와. 자꾸 와’ 말하세

요.(시민옹호인 3).”

시민옹호인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고, 말할 수 있는

상 가 되고, ‘손을 잡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있었다. 가족과는 다른 ‘친한 이웃’이 되면서 시민옹호인

은 장애인의 세상크기를 넓히고 있었다. 이는 해외 연구

에서 정서 친 감을 기반으로 돌 노동자가 유사가족

이나친구와 같은 계가 된다고[13] 한 과도 일맥상통

하는 결과이다.

4. 결론 논의

Table 2와 같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민옹호인들

의 역할 인식에 하여 알아본 결과 4개의 주제와 9개

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된 시민옹호인의 역할 개

념이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문 방

옹호 역할의 요성이 나타났다.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

인의 일상 인 삶을 함께 하는 치에서 옹호활동을 실

천하고 있었다. 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체계는 매우 분 이며[14], 장애인복지법상 권익옹호

조항도학 와 련된 부분만 다루고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일상속 생활에서의 시민옹호의 기능과 역할을

드러냈다. 즉, 지역에서 다양한 일상의 사건에서 피해를

보거나 취약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하는 차원의 옹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 옹호체계에서 피해자 권리구제와같은 법 옹호체

계와 기 을 정립해나가고, 사 옹호체계로서 복지 을

기반으로 한 시민옹호 사업을 확 한다면, 사 방

인측면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강화해나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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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 문 옹호로서의 시민옹호와 문 사회복

지사의 실천 옹호체계의상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다. 사업 기에 옹호인들은 자원 사자의 태도 는 장

애인의문제를 해결하는수행원의태도를보이기도했다.

그러나 지속 으로 복지 에서상황별 옹호 방식에 한

코칭 재교육을 지속하 고 시민옹호인들은 시간이 가

면서 장애인을 돌보거나 사하는 역할이 아닌, 장애인

의 친구이자 조력자로 기능할 수 있었다. 향후 복지 문

가에 의한 옹호체계가 시민옹호를 어떻게 지원하고 력

할 수 있는지에 한 실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시민옹호인은 일반 인 자원 사자나 활동지원

사와는 유사 과 차별 이 있었다. 자원 사자는 ‘ 가

없이 자발 으로 시간과노력을 제공하는 자(자원 사활

동 기본법 3조)’이고,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 에 소

속되어 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인력(장애인활동지원에 한 법

률)이다. 즉 활동지원사는 사회서비스 역의 돌 노동

자로 이해할 수 있고, 자원 사자는 무상의 헌신 활동

을 하는 이를 의미한다. 둘 다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이라고 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기에장애인을 돌 의 상으로 보

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력자이자 돌 제공자

로서의 직업인이기 때문에장애인과 수평 계에 놓이

기 어렵다. 이에 반해 시민옹호인은 여를 받는 고용

계도 아니고, 일방 으로 헌신하는 자원 사도 아니다.

정서 지지자 는 변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에서

의 장애인의 친구이자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변화

를 유도하는 권익옹호자인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에게는 기존의 복지서비스나 사회

계망이 있다고 해도 시민옹호가 더불어 필요하다. 이

미 공공후견인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처럼 다른 옹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시민옹호인은 추가 으로 필요하다. 지역에서 분리 배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애인과 ‘한편이 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복지사, 활동지원사 등)나 가족과의 계

에서도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옹호인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드러났다. 버스나 마트

이용 등 일상 속에서 차별이나 배제로부터 장애인의 권

리를 지킬 수 있고, 복지서비스 이용시피해를 보거나 가

족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었다. 이는

늘어나는복지서비스와 지역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강

조되는 시 에서 꼭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이자 더욱

개발해야할 시민옹호인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시민옹호는 복지 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 으

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공감하

고 항하는 시민옹호인의 모습이나 신말하기 역할을

하거나, 지역사회변화까지 유도하는 역할은 복지기 과

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율 옹호활동을 수행한 것으

로 이해된다. 즉 문 옹호체계인 복지 의 코칭을 때

로는 필요로 하지만, 시민옹호는 기존의 가족 계 서

비스 이용 계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

록 옹호하는 독립 기능이 요하다. 향후 시민옹호를

확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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