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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 이 장애인복

지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한 장애인복지 의 역할이 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

지실천 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한 로그램은 미비한 수 이며, 실태조사 역시 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련 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 근거와 법 근거에 기반한 존하는 로그램 황을 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법

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련 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 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 의 장애인 복지 은 성인지 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한 심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한 기 상식 정보제공을 한 매뉴얼 개발, 출산

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한 개별화된 로그램, 의료기 연계, 사례 리 지원 등의 구체 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성인지 , 여성장애인, 모성권, 임신*출산*자녀양육, 장애인복지 의 역할

Abstract According to the 2017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appeared to be the service agency that disabled women use the most. 

This means that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hold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the maternity rights of 

disabled women. However, in the practi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programs for securing maternity rights are 

inadequate, and the actual condition is not being surveyed. As a result, programs related to maternity rights based 

on the legal basis exist, but actual support services for resolving the difficulties related to maternity rights that 

disabled women experience are inadequate. Thus, the study suggests that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should p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maternity rights of disabled women and provide support services such 

as developing a manual on basic information about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offering 

childbirth-related counseling, activating a self-help group, providing an individualized program for families, 

connecting with medical institutions, and supporting case management.

Key Words : Gender-sensitive prespective, Women with disabilities, Maternity rights, Pregnancy·childbirth·child 

rearing, Role of disabled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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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모성이란 어머니가 되기 한 일련의 사건으로 임신

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사회 결과를 통칭해서 사용

하고 있다[1]. 따라서 모성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역사 으로 사회 차별과 배

제의 상이 되어온 여성장애인에게 모성권은사회 책

임과 직결된다[2,3].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

55.3%는 배우자가 있으며, 그 96.8%는 자녀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증가

는 곧임신, 출산, 양육의 다양한 문제를경험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5].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장애인을 무성 존재로 여

겨왔고, 이로 인해 모성역할에 한 기회가 자연스럽게

박탈되기도 하 다[6-11]. 모든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경

험하지만 남성장애인은 남성의 역할이라는 강력하고 유

리한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은

통 인 성역할에 한 문화 규범에 더 취약하다[8]. 즉

임신․출산․양육과 같은 생애주기의 요한 국면에서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다[7].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의 문제가 요하게 다루

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권리문제는 결국 남성장애인

의 권리를 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며, 그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더주변화될 수밖에 없다[8]. 그 동안 장애

인 복지와 련된 지원방안은 부분 남성장애인 경험

심의 생활실태와 문제인식으로 성인지 에서의

여성장애인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14]. 여성장

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한 지원에서여성이라는 젠더에

집 된 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곧 성인지 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확립을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여성성에 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된다. 첫째, 여성장애

인을 무성의 존재로 치부하는 시각과[2] 부모역할 수행

에 한 낮은 기 감, 장애가 유 될 수 있을 지도 모른

다는 걱정, 장애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자녀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단 등에 기반을 둔다[6]. 무성의 존재

로서의 시각은 부모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시각과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즉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계

화 하여 임신과 출산에 합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

이다[9]. 그러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같

은 모성권은 고유한 권한이며, 무성 존재로 여겨왔던

여성장애인에게 여성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기제로 작

용한다는 을 주지해야 한다[9]. 한 여성장애인의 임

신, 출산, 육아의 과정이 단순히 여성인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함께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2-3]. 그러나 지역사회 국가는 생애주

기 에서 임신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 까지 총체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필요한 요

구들이 정책에 거의 반 되지 못하고 있다[3]. 여성장애

인에게 실질 인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에 한 로그램이

개별 단 로 이루어지거나 자료를 제시할 만한 충분한

로그램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0].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

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 이 장애인복지

(10.0%)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4], 여성장애인들이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비공식 지원체계 를 확장시켜 나

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 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11]. 장애인복지 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해

필요한 공식 ․비공식 자원을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

는 심축이 될 수 있으며 개별성에 기 하여 다양한 장

애유형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한 사례 리

용이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거 의 장애인복지 은 임신․출

산․육아와 련된 정보 교육 제공부터 지역사회 인

식제고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개별 인 사례 리를 통

해 해결할 수있는 모성권 확립의 실질 토 를 마련해

야 하지만 이에 한 논의가 부재하며 모성권 보장을

한 로그램 제공과 련된 실태조사 역시 악되지 않

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에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

장을 한 장애인복지 의 역할의 요성을 인지하고 여

성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로그램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수행

하 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바

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련 문헌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모성권과 련하여 어떠한 애로

사항을 경험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련한 법 근거를 악하

고, 이와 련한 장애인복지 등의 모성권 련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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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황을 악한다. 이를 통해 법 근거와 법 근거에

기반한 존하는 모성권 련 서비스를 악한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보장을

해 장애인복지 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에

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2.1 지적 점에  보는  보  어려움 

성인지 은 성역할 고정 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으로[12], 모든 생활 역에서 여

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같은 우를 받는

지에 심을 갖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같은 과 다

른 , 그리고 다양한 역할에 하여 사회가 평등하게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따라서 성인지

은 여성장애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차별과 다

양한 어려움에 을 두고 있다.

성인지 에서, 여성장애인에 한 차별은장애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양상의

어려움으로나타난다[5]. 우리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이 하

나의 사회집단으로 주목받은 것은 1990년 반이후이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성폭

력특별법 등에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반 되면서 조명되

기 시작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 의 차별 구조로 인해다차원 인 문제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장기 인 안목에서의지속 인 정책

안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14].

여성장애인에 한 최근의 연구들은 성인지 에

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 인 차별과불이익에 을

두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함을주장하고 있다[14-15]. 공통 은 장애유형의 개

별성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해야한다는 것과

[15-18] 모성권 보장을 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6,16,19].

이주연과 최지훈[14]는 질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자녀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상이한경험과 욕구를

조사하 다. 연구를 통해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상이하게

다른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성권확립을

한 지역사회의 다각 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

인 복지 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제시하면서, 장애여성

자녀와 배우자 등 장애인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

원 사업․서비스 정보 제공, 문 상담, 그 밖에 모

성권 확립을 해 지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간의

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장애유형과 특성, 소득 수 에 근거한지원이 이루

어져야 하고, 이용하고 있는 기 과 연계기 에 한 정

보가 체계화되고, 로그램의 만족도에 한 평가와 확

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원

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5]의 연구와도 일치되는데, [15]

은 청각장애와 뇌성마비을 가진 여성의 경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드

러난다고 하 다. [16]역시 시․청각 장애 여성의 경우

서비스에 련한 정보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장애특성과 유형의 개별성이 고려된 지원이 필요하다

고 하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 지역 지 장애여성의 자녀

양육에 한 질 사례」를 연구한 [7]은 지 장애여성

은 임신, 출산, 육아에 해 거의 교육받지 못하고있으며

련 정보에 무지함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이로 인해 임신이나 출산시기 등을 알지 못해 화장실

에서 아이를 낳는가 하면 주 양육자인 시어머니와의 사

이에서 무늬만 엄마로서의 존재로 양육결정권이 없는 모

습이라고 하 다. 선행연구들은[15-18], 교육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산 기간 동안 불안

감이 증폭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측면에서 장애인의장애유형이고

려된 정보제공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홍승아, 이 미[6]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

애인의 스트 스와 서비스 욕구, 양육만족감을 조사하

다. 연구결과 경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

며 공식 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공 양육지원 서비스

기 이용률 모두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만족감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제

비용 부담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방과 후교실 이용시

우선권 부여, 자녀를 한 멘토링 서비스, 학습지원 활성

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 여성장애인들

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모역할 하나가 자녀의 야외활

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제 로 지원하지 못하는 실에서

장애부모를 신해서 야외활동, 문화활동, 캠 등의 지

역사회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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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는자녀돌 노동을 지원하는지역사회의활용 가

능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16]과 일치 하는

부분이다.

고미선[16]은 유자녀 장애여성의 가사 자녀 돌

서비스 이용에 한 측요인을 검증하 다. 주목할

은 련 서비스가 1-3등 의 장애여성을 심으로 제공

되기 때문에 제한 인 형평성을 갖는 다고 하 는데 이

는 [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한 가사

자녀돌 서비스에 한 욕구가 있는 장애여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 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 다. 권복순[20]은

「 구 여성 장애인의 가사노동 분담실태와 가사도우미

서비스 요구도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가사노동 부담

경감을 해 여성장애인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제도를 쉽고 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보

완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순

기능 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

서 양성평등교육이 확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 다.

가족의 지원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11]은 「기혼지 장애인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다. 주목할 것은 사회 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았으며 사회

지원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것이다. 즉 가족의 지원이 높게인지될 때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한 요한 사

회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사례 리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함을 주장하 다. 특히 장애인복지 이

심축이 되어 학교,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의 활용 가능한 공식 인 지원체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족지지의 요성은 [21,22]의 연구에서도 확인

되는데 [22]은「여성장애인을 한 임신과 출산 돌 에

한 간호사의 경험연구」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임신과

출산에 한 가족의 반 에 부딪치면서 출산과 돌 에

한 자신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임신, 출산 반에 걸친 정보부족을 경

험하며 장애인식이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해어려움을 경

험한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한

서비스 제한을 지 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한 자원을 지

원받을 수 있는 사회 자원으로서의 지원체계 연계와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2.2 여 애   련 주 실태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

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련 주요 실태를

악하고,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성권(임신, 출산,

양육) 련 애로사항을 추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에서 제공해야 할 모성권 련 로그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2.1 신 간  애로사항 

혼인경험이 있는 장애인 96.4%는 자녀가있으며, 자녀

의 수는 2명이 40.9%, 3명이 21.7%, 1명이 14.3%, 4명은

12.5%, 5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장애인은 10.6%로 악되

고 있다. 임신기간 애로사항(2순 )로는 자녀양육의

두려움(24.5%), 이어 장애자녀출산의 두려움(11.8%), 임

신․출산에 련한 정보의 부족(11.2%), 가사노동의 어

려움(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장애를 갖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임신 애로사항으로 2 를 차지한다는 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장애여성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

된 심리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자녀출산

․후 과정에 걸쳐 자신의 장애가 자녀에게 미칠

향에 해 극심한심리 불안감을 경험한다는 [15,18,24]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있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제공

해 수 있는 산 교육과 문 인 상담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division all

Medical expenses such as hospital expenses 12.4

I can not go to the hospital. 2.6

Establishment of hospital facilities 1.2

Doctors in the hospital tell me about women with
disabilities

-

Fear of the birth process 3.7

I am afraid my child will have a disability. 20.6

I am afraid that I will be good at raising children. 9.4

My health deteriorates 13.8

It's hard to do housework. 6.1

By retirement at work 0.6

Against the birth of family members 4.2

Because of the surrounding gaze 1.8

Lack of information on pregnancy and childbirth 0.9

No difficulty 22.2

Other 0.4

Sum계 100.0

* source: Survey of disabled people in 2017(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ble 1. Difficulties during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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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본  애로 한 녀 양  시 애로사항

자녀가 ․ 고생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자녀 교육시 가장어려운 이 무엇인지에 해, 가장 높

은 비율이 어려움이 없다(44.3%), 교육비 등 경제 부담

(30.2%), 학습지도(7.2%)등으로 악되었다. 이 밖에도

통행지도(1.1%)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6.8%), 학

부모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2.6%), 주변의 편견과 시선

때문(5.3%)에 등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자

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제 부담(30.2%)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9]의 연구에서도 경제 부담이 임신․

출산․자녀 양육과정 가장 힘든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받고 싶은 지원이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교육 지원으로서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division all

Study map and school performance 7.2

Difficulty in helping go to school 1.1

Relationship with school teacher 0.9

Educational expenses such as economic burden 30.2

ignoring parents 6.8

Not suitable for parent meetings 0.6

No difficulty 44.3

Because of the bias and gaze around 5.3

Other 1.1

Sum 100.0

* source: Survey of disabled people in 2017(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ble 2.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due to my 

disability

2.2.3 여 애  가  필 한 비스 

모성권과 련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

로 하는 서비스는 임신․출산 련 교육 정보제공이 1

순 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양육서비스가 2 이다. 이는

임신․출산․자녀양육의 지역사회자원이 연계되어야 함

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25]. 장애여성이 능동 으로 임신

과 출산 시기에 자발 으로 처할수 있는자 필요한 정

보와 지식제공 로그램과 교육이 미흡한실정이라고 언

한 부분과도 같은 맥락이다.

division 2011 2014 2017

Pregnancy ․ Education and
information related to childbirth

6.7 9.3 16.0

Pregnancy and Childbirth Child Care
Hotline Service

4.4 4.2 4.8

Support for childbirth expenses 9.4 11.7 9.1

Disabled Women Pregnancy ․
Childbirth Specialist Hospital

11.8 6.4 8.0

Childbirth Service 8.5 6.7 7.2

Rental of child-care goods - 0.1 0.2

Child support service 16.1 11.7 13.2

Child Education Assistant 8.4 5.5 2.4

Housework assistant 9.4 12.8 7.5

Activity assistant 5.9 9.9 10.1

Health Care Program 8.9 7.6 7.0

Counseling service (psychology ․
emotion)

6.1 7.2 8.0

Self-help group (mentor) 3.4 2.9 3.2

Supporting learning and talent
education other than school
education

-․ 4.0 3.3

Other 1.0 0.0 0.1

Sum 100.0 100.0 100.0

-․View Questions newly created in 2014
* source: Survey of disabled people in 2017(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ble 3. The most necessary servic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3.  련 적 근거

행 헌법 제36조 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동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

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모

성보호에 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3]. 이와같

이 모성권은 장애․비장애 여성 모두의 권리이다. 정책

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한 지원책

은 ‘제 2차 장애인복지발 5개년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임

신․출산․육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어, 2007년장애인

복지법 제 37조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조항이 만들어졌다.

장애인복지법 제37조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등의 한

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

과 신생아의 건강 리를 하여 경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 ·산후 조리

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하여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제 38조는 자녀교육비 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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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장애인복지실시기 은 경제 부담능력을 등을 고

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6].

한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

률」 제 28조에서제28조(모·부성권의차별 지)에 모(부)

성권의 차별 지조항이 삽입 되어서 여성장애인의 임

신․출산․양육에 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부여하게되었다. 특히, 제 28조 제 4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운 하거나 그로부터 탁 혹

은 지원을 받아 운 하는 기 은장애인의피임 임신·

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 인 평등을 보장하기

하여 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정도

에 합한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보조기기·

도구 등의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목할 만하다[27].

한편, [1]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한정된 기존의

모성권 개념은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 등에 명시된 모성보호 련 규정에 의한것으로 2007

년 유엔장애인권리 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의 건강권(제25조)과 가정과 가족에 한 존 (제23조)등

의 모성권 개념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하

면서 모성권을 임신과 출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4가지

역 즉, 임신․피임의 자기결정권, 출산 통제 선택권,

안 한 임신․출산, 친권 육아권으로 확장 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장애여성계에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

정하여 성인지 ․장애인지 이 반 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반 하는 기본

법 성격의 권리보장법제정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으로서 합법 이고 안 한 인공

임신 이 보장되기 해서는 행 모자보거법의 개정

을 요구하고 있다[2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

장을 한 법 근거는 갖춰져 있으나 이와 같은 법령이

실효성 있는 달체계로서 기능하기 해서는 지모성권

확보를 한 지원정책과의 연계 실용가능한 지역사회

가용자원의 연결이 필요함을 논할 수 있다.

4. 적 근거에 한  련 

프로그램 

장애여성을 한 모성권 련 로그램은 부분 출

산 후 도우미나 홈헬퍼 지원 등과 같은 인 자원 견

심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우미나 홈헬퍼

지원은 일정시간 내에서만 도움을 수 있기 때문에 도

우미나 홈헬퍼 지원 이상의 다각 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하다[25]. 한편, 장애인복지 은 여성장애인의 모성

권 확립을 한 다각 노력을 개함에도 불구하고, 가

사도우미(홈헬퍼) 지원 서비스 이외의 모성권 확립과

련된 서비스 로그램에 한 검증된 통계자료가 없

는 실정이다.

4.1 가사도우미( 헬퍼) 지원 비스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는 임신․출산․육아, 가사와

련된 서비스로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를 제도화

한 첫 지원 서비스이다. 정부가 여성장애인을 시한 정

책이 극 으로개발되도록 독려한첫 사업이기도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장애인복지

이 의무 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에 “기혼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등”에 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에서도 본격 으로 장애여성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 부터 시행 되고 있어왔다. 1998년부터 16개 시․도

에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해왔으나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비해 서비스는 미비한 수 이었다. 이후, 2007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산후도우미 지원 등에 한 조항(제

37조)가 제정되었고, 법규 내에 도우미 제도가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사도우미(홈헬퍼)지원 서비스는 역사

으로 장애당사자인 장애여성들의 직 인 요구에 의

해 임신․출산․육아의 문제를 정책에 반 한 첫 번째

사례이며 별도의 산이 책정되었다는 에서 의의가 크

다고 평가할 수 있다[25].

4.2 애아가족 양 지원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가 장애아동일 경우 양육

의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상되고 있다[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4조(돌 일시 휴식지원 서비스지

원)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 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

인 사회활동을 돕기 하여 돌 일시 휴식지원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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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돌 이 필요한 아동이 기에 돌 서비

스를 제공 받고 장애아동의 가족이 실질 인 휴식을 지

원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1-3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상으로 실시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1가정당 연 528시간의 돌 서비스,

휴식지원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한 표 인 육아 련 돌 서비스로서 보건복

지부가 주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 인 양

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 인 사회활동을 돕기

하여 돌 일시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으로 함

을 그 목 으로하고 있다. 추진배경은그 동안의 장애인

정책이 단편 인 차원에서 장애당사자 만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지원에 을 두었다면, 생애 주기 에

서 장애아 가족 체를 한 지원이 강조되어야 함이 추

진배경이라 할 수 있다[28]. 한편, 장애아동에 한 돌

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3]은 장애아돌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해서는 우선 행 아이돌보미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장

애아동의 양육지원사업의 양 확 를 도모해야함을 제

시하고 있다.

5. 애 복지 프로그램 ( 프란치시꼬 

애 종합복지  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임신․출산, 육아)보장에 한

성인지 의 보다 효율 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복지 로그램의 비 이 많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실태조사 역시 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4].

여성가족부가 2010년 국 181개장애인복지 을 상으

로 여성장애인 로그램 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

성장애인마을 한 로그램 유무의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복지 은 체의 8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분의 복지 에서 여성장애인만을 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녀 이용자 수를 구분

하여 통계를 낸 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복지 은

체의 21.7% 다[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0]. 이는 여

성장애인을 한 로그램은 운 되고 있으나그 비 과

활성화가 낮으며, 성인지 에서 이용자 특성에 맞

는 로그램을 리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만을 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복지

(N=130)의 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스포츠 여

가활동 사업’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장애인

사업이 43.8로 조사되었다.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을 묻는 질문에 ‘고용지원(취업알선)’이라고 답

한 응답자가 46/5%로 나타났으며 반면 모성지원(산 ,

산후 보살핌)은 8.9로나타났다. 모성권 보호를 한 로

그램 지원은 다소 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성 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 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모성권 보장을 한 로그램으로 성인여성

장애인을 한 기 문해교육부터 술교육, 직업능력향

상교육, 장년여성의 건강증진 로그램, 지역사회 로

그램 등을 개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와 련

하여 각각의 독립된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장

애인 모성권 강화 캠페인을 개하고 있다. 한 자녀양

육지원으로서 교육지원, 교육비지원, 방학활동 지원을 실

시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코칭과 가족지원을 통해 여성장

애인의 모성권 강화 로그램 비 을 크게 두고 있다

[25]. 이처럼 장애인복지 는 여성장애인을 한 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통계 으로 구체 인 자료가 집약

되지 않았으며, 이에 한 기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program Applied to
Contents

Pregn
ant

Birth
preparatio
n class

4 months
pregnant -
Pregnant
woman

Systematic
birth preparation,
Teaching Education

deliver
y

Rental of
maternity
goods

Children of
the disabled
․ Infant
children

Baby supplies rental and
free

parent
ing

Dispatch
home
helper

1-3 grade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rai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7

chulsanjeonhue
gyeokkge doeneun
jeonbanjeog sahang-eul
homhelpeogyeon-eul
tonghae jiwon(wol
40sigan-120sigan

Five
senses
developm
ent play

Children of
the disabled
․ Infant
children

Creative development
play based on
age-specific
development

Table 5. Examples of Maternal and Child Welfare 

Programs for Disabled Persons Welfare 

Center: St. Francis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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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신․ 산․ 녀양 ) 

  보  한 애 복지  역할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이 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 이용경험

률이 가장 높은 기 은 장애인복지 (10.0%)으로 가장

높은 순 로 조사되었다[4].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한 장애인복지 의 역할이 요함을 의미한다.

장애인 복지 은 지역사회를 거 으로 하고 있고, 사례

리의 용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효과 으로 연결하

고 확보할 수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성장

애인의 생애주기 특징과 다른 여성장애인만의 장애

인복지 의 로그램 비 은 크지 않은것으로 악되고

있다[29]. 더 나아가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한 서비스와

로그램 지원은 공식 으로 집계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

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에서 논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모성권 보장을 한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

지 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1 신, 산, 양 에 한 상식 정보 제공  

한 매뉴얼 개

여성장애인들은 임신, 출산, 양육과 련한 기 상식

과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유형

이 고려되지 않아 임신출산육아와 련된 정보 근성

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산 기간 부터 불안감

을 갖고 있으므로[15-18], 산 기간부터 임신 출산 육아

에 이르는 과정에서필요한정보를 달 할수 있도록

정보 지원과 련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뉴얼은 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를 들어 지 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는 그 특

성과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와 달방법이

개별 이어야 하며, 정보 달체계 역시 다르게 근해야

할 것이다.

6.2 산에 한 안감 감  한 전문   

상담 비스

거의 모든 여성장애인들은 산 기간과 산후기간

과정에 걸쳐서 자신의 장애로 인해 아이에게 미칠 향

의 우려감과 자신의 장애가 자녀에게 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데[15], 장애인복

지 에서는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심리 불안감을 이해

하고, 지지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감소할수 있는 정서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표 인 로

문 상담 불안감 감소를 한 문 상담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시에서살펴

본 성 란치스꼬 복지 에서 운 되고 있는 모성권 련

로그램이 보 ․확산 될 필요가 있다.

6.3 사 적 계 연결 ( 조   진)

여성지체장애인들이 사회 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여성장애인들은

사회 계형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장애

에 한 부정 태도가 정 장애인식으로 변화되기도

Campaign to
strengthen maternity
right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T Center

Campaign to improve the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women with disabilities
by spreading social
issues on maternity
right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Child
suppo
rt

Support
for
children's
schooling

Children of
the disabled
․ Infant
children

Korean language
learning, language test,
cultural event, birthday
party support, holiday gift
support

Dispatch
of
instructor
supporter

Infants -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Instructor (fairy tales, art,
origami, creative
mathematics), support for
university students,
support for problem
books.

Education
support

Elementary
and Upper
Secondary
- Women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on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nd
tutoring

Support
for
vacation
activities

Elementary
Lower
Grade -
Women
with
disabilities
who have
adolescenc
e

Experience activities,
career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Child Parenting
Coaching

Intellectual
women with
infant
children

Correct parenting method
according to child's age
and parenting
environment

Family suppor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families

Family Outing, Cultural
Visit

<Adult Support Program: Program Exce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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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31],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요한 이유는 정

인 자아상으로 인한 양육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양육기

술을 자연스럽게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장

애인은 복지 사각지 에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장애인복

지 은 장애유형별로 같은 장애를 갖고있는 여성장애인

의 모임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경험과지식을 공유함으로

서 사회 계망을 연결하는 확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 지지가 확보되고 상호 교

류할 수 있는 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6.4 여 애 가족  필 로 하는 개별  프로

그램 지원

여성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 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 제공, 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가족의 역동 계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11, 21-22] 가족과의 계로서

시어머니와의 계, 배우자와의 계, 자녀와의 계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서 2 를 차지한 장애양육지원 서

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 이는 여성장애인의 가족

의 역동성에 한 개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여성장애인가족은 장애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가

족의 역동 계에 따라, 가정내 모성권 확보의 수 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각 특성에 합한 서비스 로그램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장애인복지 에서 서비스 제공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 리와 목되는 부분이기

도 하다.

6.5 애여   보  한 력체로  

료  연계 체계 비

여성장애인들은 임신․출산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

사소통 상의 제약을 경험하기도 한다[22]. 따라서 지역거

의 장애인복지 을 심으로 여성장애인만의 진료검

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 과의 연계구축이 필요하다. 이

를 실행하기 해서는 의무 인 시행사항으로서의 장애

인복지 과 의료기 의 연계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6.6 애정체  립  한 상담  프로그램 개

많은 여성장애인들은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어머니

로서의 역할기 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상 ’ 인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에 기인한다

[7,14-16,18,20].

낮은 자아존 감은 건강한 장애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 반에서 어려움이 나타난다. 여

성장애인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계, 더 나아가

출산․육아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장애를 폄하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만[31], 자신감을 갖고 모성

권을 릴 수 있을 것이다. 장애정체감 확립 역시장기

안목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에서 로그램화해야 할

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6.7 여 애  전담  통한 사례 리 강  

장애인복지 이 심이 되어 모성권 확보와 련된

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학교 등 공식 인 지원체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장애여성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공식 ,

공식 지원체계가 연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1].

이에 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재 진행 에 있는 사

례 리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사례 리는 장애여성과 환

경 모두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성권 련의 자원

확보와 연계 측면에서 용 가능한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된다. 다만, 재 사회복지 장에서 활발히 용되고 있

는 사례 리를 성인지 에서 재 사정하고 장애인복

지 내 여성장애인 담부서를 조직하여 개한다면, 지

역사회 여성장애인의 장애인복지 활용도와 기 도가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복지 에서 재

진행 인 가사도우미(홈헬퍼)지원 사업을 사례 리와

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 홈헬퍼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여성의 모성권 확보를 해 장애인복

지 에서 의무 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

다. 이는 장애인복지 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 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7. 연  한계  후  연  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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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

을 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 어떠한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한 방안을마련하고자 보건

복지부가 2017년도에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 분석하고, 모성권 련 법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한 로그램의 황을 악하고자

하 다. 장애인복지 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확립을

해 어떠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한 공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성권보장을 한

로그램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

구는 장애인복지 이 어떠한 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지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

를 문헌연구를 추가 하여 분석하 기에 본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실제 운 ․ 용할수 있는가에

해서는 제한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거 의 장

애인복지 을 상으로 성인지 에 바탕을둔 모성

권 련 로그램 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한 로그램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한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그에 따른 애로사항 필

요한 서비스를 분류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로그램이 개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은 여성장애인의 이 차별

에 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한 로그램을 기획․운 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모성권 보장과 련한 모범 인

로그램 서비스를 기획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간의 연계 구축이 문제해결의 첫 단계임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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