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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해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 실무
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신재활
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정체성을 찾도록 매뉴얼과 지침의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근로
자에게 맞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장애인과 동등하고,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운영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서비스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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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tioners in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related to their services, then it was intended to suggest 
the strategic plans for the services. To this purpose, data related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d by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collected, and a focus group interview(FGI) was 
conducted for the practitioners in charg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is data was 
analyzed to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ed manuals and guidelines should 
be created to clarit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facilities, that is the detailed standards are necessary 
for the workers participating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Second, they expect that people with 
mental illness must be treated equally with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should be supported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pecific strategic plan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suggested.
Key Words : People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y,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Focus Group Interview, Alternative to Activation

*This research is modified and supplemented using part of the research data(2017)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rresponding Author : Dong-Jin Park(wookana@hanmail.net)
Received July 31, 2020 Revised   September 4,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0, pp. 479-490,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10.479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0호480

1. 서론
직업재활은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비롯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뿐 아니라 이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1]. 
특히 직업재활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본인
의 능력 및 적성에 부합되는 직종을 탐색하여 취업을 하
고, 그 일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적응할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2]. 
지금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으
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취업을 했다고 해도 
직장생활에서 외면 또는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에 개정되어 장애인
의 범주가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는 정신질환자들이 
이 법에 근거한 재활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었다[4]. 이에 
따라 많은 정신장애 관련 기관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사
회복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관련 법제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영역 또한 확
대가 되면서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5]. 

일찍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정
부의 지원과 제도적 정책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주도로 태화샘솟는집과 용인정
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시작되
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6]. 오늘
날에는 기관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전문가들에 의해 취업 
전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을 위한 지도를 비롯해 보
호작업 등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7] 

그러나 이달엽 외[1]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가 비교적 역사가 짧고 전문성이 부족하
여 제한적인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직업재
활서비스 중에 필히 보호고용과 전환고용을 거치도록 하
고 있어 실수들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
는 등 과도한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의 영역 중에서 특히 
직업재활의 경우에는 직업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
할 뿐 아니라 직업 지도 및 훈련, 직업 알선 등등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장배치 관련 종합적인 원
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복
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신사회재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정신장애인들
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이므로 직업재활이 가
장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8]. 박헌수 외[9]는 직업재
활서비스를 제공받은 정신장애인은 동료와 협조하며 업
무를 무난하게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직업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만큼 정신장애인에게도 
직업재활서비스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장혜경과 
하지선[10]은 정신장애인이 일을 통해 일상과 자아를 재
형성하고, 관계도 다시 쌓아가는 회복의 의미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해
서 김영미와 이경희[11]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담당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제공경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김민 
외[12]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효과에 관
한 국외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하경희
[13]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현 정신재활시설)의 어
떠한 특성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모두 
인지하고 있고, 그 실천영역이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으
나, 아직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5].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직업재활과 주거서비스 등 여러 가
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은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되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336개소의 시설로 확대
되었다[14, 15].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
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7].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 사회복지관의 특수사업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간집(halfway house) 형태, 주거시설 등 여러 가지 형식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
스도 정신재활시설에서 대부분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현재 정신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인식은 어
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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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은 어떠하며,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에서 직업재
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연구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진에서는 서울지역 소재 정신장
애인 정신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응한 3개 시설의 3명을 최
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Table 1
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여성 1명, 남성 2명이며, 연령대
는 30대 1명, 40대 2명이다. 모두 서울지역에서 근무하
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소
지하고 있다. 

ID Gender age Religion License

A Female 40s Seoul
- Social Worker
- Mental Health Social 

Worker

B Male 30s Seoul
- Social Worker
- Mental Health Social 

Worker

C Male 40s Seoul
- Social Worker
- Mental Health Social 

Worker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2.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2018년 6월에 연구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함으로써 자
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며,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태도,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16]. 연구진에서는 인터뷰 실시 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연구참여자와도 공유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기초로 인터뷰를 
하였으나,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도 하였다. 인터뷰는 2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들로부
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자료는 
연구진이 문자 형태로 전사하였다. 한편, 인터뷰 녹음파
일과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비교하여 확인함으로써 전사
자료가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수집된 자료에 대해 주제분석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로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으며, 연구참여자들
의 사례를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사한 
경험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제를 발견하고, 주제
별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를 주제의 맥락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범주를 생성하여 범주화했으며, 이를 원
자료와도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주제별로 부여한 이
름이 적절한지, 범주화 결과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2.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
가인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장 1명과 재활학 전공 교
수 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본 연구진행과정 및 연
구결과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자문은 총 2차례 진행되었
으며,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재점검하였고, 이를 통해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
다. 둘째, 연구진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회합을 진행하
여,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검
토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특히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자료에 치
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
고, 그 자료를 상호검토함으로써 연구 진행 및 결과 분석
에 있어 오해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주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진술을 해줄 실무자를 전문가추천방법을 통해 섭
외하였으며,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진술내용에 대해 상
호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주제에 
관한 문헌자료들과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인터뷰 자료
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자료 간, 연구진 간 상호검토를 
통해 논리비약적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0호482

2.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기꺼이 협조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연구내용을 고지하고자 연구안내문을 제공하
고, 인터뷰 질문목록을 공유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참
여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자발
적인 참여, 연구참여 철회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며, 연
구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모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에 대해 중도에 거부할 수 
있음도 고지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수집과정 및 분석과정
에서 연구참여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수집과정에서도 상호 호칭 시 익명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연구결과로 발표될 때 혹시라도 발
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연구참여자에게 재
차 확인하여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  

3. 연구결과
3.1 직업재활서비스의 정체성을 찾도록 매뉴얼과 지
    침 정비가 요구됨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간
의 여러가지한 차이가 발견되나 지침상으로는 이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신재활시설별로 상이한 차
이에 따른 특성도 고려되지 않고 시설 간의 업무도 구분
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취업실무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
는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하여 그 규모가 작고 직업재활유
형으로서 정체성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 간
에 혼돈이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러므로 직업재활서비
스에 맞는 시설 규모가 확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정체
성이 확립되도록 하며, 적절한 직업재활 사업이 전개되고 
직업재활서비스 고유의 사업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3.1.1 규모의 열악함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

들 가운데 서비스 규모가 작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시설이 가진 규모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및 
기타 제반여건을 포함한 직업재활서비스 차원에서 진행
되는 사업 규모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능보
강 등의 다양한 시설 보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규모도 안 되고 질도 안 되고 하면 규모를 키우고. 그 후
에 질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그렇다고 기반이 잘 갖춰진 흔히 말하는 서울시립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의 기반이 잘 갖춰지면서 뭘 하고 있는지 
형태유형도 잘 없는 것 같고, 또 물어보니까 저희 쪽으로
는 기능보강 갖는 요소도 대게 장애인만큼의 재원이라든
가 규모도 크지 않고. 보니까 난감한 점이 너무 심해가지
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연구참
여자 B)

3.1.2 적절한 사업모색이 필요함 
직업재활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운영 적

인 측면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이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충
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이용자가 가진 특
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
이 운영되기를 기대하였다.

 
적합 직종이라는 것이 존재하진 않으나 비교해보았을 때 
증상이나 또는 약물복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는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약물복용으로 몸이 무겁거나 무기력한 것들이 매우 많은
데…(중략)… 직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요. (연구참여자 
A)

3.1.3 직업재활서비스로서의 정체성이 없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고유한 정체성

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유사한 사업 매뉴얼과 지침
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직업생활에서의 생산성을 향
상시켜야 한다는 목적과 재활이라는 목적이 서로 상충하
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도 정신재활시설이긴 하지만 그 색깔에 대해 분명하
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화되지 않고 덩어리지어서 
하나로 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 혼란스럽고요. (연구참
여자 B) 
말 그대로 훈련기관인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정
신재활시설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정신재활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똑같이 근로능력을 향상
시키는 걸로 판매 또는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정체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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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시설장님도 혼란스
러울 듯 해요. 판매나 그런 성장을 촉진시켜야 될지, 아니
면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3.1.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맞는 기준과 매뉴
     얼이 필요함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서비스가 본연의 정체성

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별로 상이한 운영 유형
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기준을 두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별 유형이나 운영직종 등
에 맞는 직원구성이나 회원구성에 대해서도 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구비될 필요를 강조하였다.

첫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맞는 별도의 인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의 인력기준은 타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정신건강전문요
원, 재활활동요원, 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실무자들은 직업재활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 관점으로 가면 실은 인력배분이나 이용 장애인의 
인력배분이나 근로 장애인의 훈련 급여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해요. 무조건적인 잣대 
(정신건강전문요원)로 가는 건 직업재활시설에서와 다르
게 적용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B)

둘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운
영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별도의 운영매뉴얼이 
없어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하나, 정신재
활시설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크게 구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지침과 매뉴얼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자
료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 
속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등으
로 분류되어 있고 그 각각의 매뉴얼 및 지침이 따로 구비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매
뉴얼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데 저희는 너무 정신재활시
설이라는 것에 속한 유형들은 조금 여러가지 형태로 너
무 많이 있어서…(연구참여자 B)

사업 안내서에서 지침과 매뉴얼은 다르게 가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면서 주거에 
대한 매뉴얼도 포함되어서 모든 것이 공통적인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매뉴얼도 정신재
활시설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맞지 않고. 평가 자체도 되
지 않는 것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야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속에 전부 분류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각 사업 안내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어 접근되어 있더라구요. (연구참여자 B)

 
3.2 직업재활서비스 참여 훈련생, 근로자를 위한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직업재활서비스 중 대다수가 보호고용형태로 운영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으로 갈리었다. 정
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도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와 같이 훈련중심과 근로중심으로 유형구분이 이
루어져 운영한다든지, 훈련을 한 이후에 좀 더 발전된 방
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보호고용, 작업훈련 등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을 객관적으로 규
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즉 이들
을 훈련생으로 혹은 근로자 중 누구로 규정할지를 말한
다.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시간과 급여기준, 그리고 훈련 
기간을 두어야 하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3.2.1 보호고용 형태의 운영에 대한 찬반의견과 발전
      모색의 요구
서울시의 경우,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관

한 지침에 “이용자의 70% 이상은 내부 보호고용 인원, 
30% 이상은 직업훈련 인원으로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
어 보호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취업실무자들은 보호고
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정한 수준에서는 보호고용 형태로 운영되
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고용이 상위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전제로 되었을 때 한해 운영되어
야 그 효용성이 있다고 보았다. 보호작업 중심의 서비스
뿐 아니라 근로작업, 또한 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의 경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보호작업장으로 하는 것은 반대예요. 정신장애인의 기능
이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보호작업장은 무슨 의미가 있
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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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장이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B)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적인 목표를 향해서는 가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중간
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20년 정도 있다가 나오신 분이 물론 할 수는 있
죠…(중략)…그 사람들이 가진 불안감 또는 정서적인 안
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한다거나 
일정한 횟수들이 필요하잖아요…(중략)…그이후에 직업
재활시설로 가고. 그 다음에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외부취
업으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상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이 
회복되고 많이 좋아진 다음에 단계 다 건너뛰어도 너무 
좋은거죠. 정말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
자 A)

가장 큰 목적은 정신재활시설이든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사회에 같이 통합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
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중략)…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보면 보호작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지양하라고 되
어 있어요...우리나라는 선택사항으로 동의를 하지 않아
서 법적인 제재가 없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 가입국가가 
119개국 정도 이상으로 아는데 보호작업을 하지 않는 것
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분명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연구해서 독일에서 하는 형태
라든지, 참고해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등등 쪽으
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연구참여자 B)

3.2.2 보호작업 형태의 시설인 경우 급여수준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함 
이는 직업재활서비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작업

은 급여의 수준이 낮고 근무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용자와 가족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있고, 상호 연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주장되고 있었다.

첫째,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낮았다. 직업
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정신장애인은 대다수가 최저임
금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훈련생으로 구
별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당사자를 비롟해서 가족들
의 큰 불만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재
활시설에서는 직업재활시설로 의뢰를 한다거나 상호 연
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 분과에 오신 경험이 있었고. 계속 연계해달라고 요
청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주간
재활시설에서 취업지원을 하는 분들은 연계할 생각이 전
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의 취업을 해서 4시간 
정도 일하면 60만원 정도를 받는데, 여기서 20만원이나 
30만원을 받으면서 9시-6시 게다가 점심식사조차 사먹
고, 일정 부분은 돈을 내고 식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20만원을 받아서 점심값까지 하면 9만원 정도이고 그러
면 3만원 정도 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 없다
고 할 수 있는거죠. (연구참여자 A)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의뢰한 경험이 있구요. 회원 
분 중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
한다면 그 분 어머님이 오셔서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내
용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돈 때문이라고 많이 말하세요…
(중략)…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도 가보았는데 인지 부분에서
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원이 버티지 못해서 솔직히 어렵겠다 
안되겠다 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보냈는데 이것때
문에 불만을 말하더라구요. 어머니께서는 거기에 보냈더니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은 조금 밖에 주지 않는다고..애를 혹사시
키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연구참여자 C)

둘째, 근무시간이 길었다.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근
무하는 정신장애인들의 근무시간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서울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별도 지침에 “근로와 훈련 
시간은 주 5일 이상, 6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침에 따라 주 5일에 1일 평균으로 6시
간 근무로 되어 있다 보니 급여 수준이 낮은데다가 장시
간 근로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다. 정신장
애인은 외래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기도,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처음인 사람들에
게 장시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역시 정
신재활시설에서 타 재활시설로 정신장애인을 연계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근무시간도 너무 길어요. 지금 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
은 네 분. 총 스물 다섯 분들이 되시는데 4분, 3분밖에 
안 되세요. 많은 이유로. 증상이라든지 출근 그리고 퇴근
을 비롯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
어서 장기간동안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 3시간 정도 일하는 것은 원해요. 
물론 8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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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건데. 10만원이나 20만원 정
도 주고 더 많으면 30만원을 주구요.. 약 8시간 정도 일
해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총 9시간을 거기 있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시설 안에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A)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지원훈련도 4시간 정도
예요. 무조건 훈련시간이요.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훈련
한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근로지.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훈련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왜 8시간을 고수하
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들 중에
서는 아마도 ○○ 기관만 거의 유일하게 10시부터 5시까
지 할거예요. 다른 곳들은 대부분 9시부터 6시까지 해요. 
게다가 야근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수당을 
주기는 하는데 수당이 많지는 않잖아요. (연구참여자 A)

3.2.3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참여, 훈련/근로자의 
      구분, 이용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근로 여건이 좋지 

않으며, 급여가 매우 낮아 최저임금보다도 낮다고 보았
다. 이에 정신재활시설에서 지원하는 지원고용이나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타 형태의 취업에 비해 취업준비가 
비교적 덜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정
신장애인들은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
단하였다. 그러므로 외부의 경쟁고용이 아니라 보호고용 
형태의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첫째, 이용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 대해 정신
장애인을 비롯해서 그들의 가족에게도 설명하고, 이에 따
라 의뢰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바로 취업을 할 단계가 
아니라 ‘직업훈련이 필요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저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을... 근로능력이 부족
한 사람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특정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해 직업 
관련해서 평가하는 도구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
요. 그렇다면 평가가 이 정신장애인이 직업능력이 부족해
서 어떠한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평
가를 진행해서 직업재활시설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이루

어져야 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말하는 정신재활시설과 직업재활서비스 기
관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근로능력이 부족한.. 제 생각에는 직업재활이 가진 의미
가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직업 활동
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직업재활시설로 보내려고 
하며 능력이 없으면 누가 평가한다는 걸까요?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요. 말 그대로 섣불리 보낼 수 없는 요소일 듯 하다고 생
각해요. (연구참여자 C)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요…(중략)…정신장애인들 직업 평가에 대한 용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직업관련 연구도 없구요. 정말
로 현장평가가 필요하다. 직업에 대한 능력을 평가가 필
요하다, 중도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평가가 
현재 부재한 상황에서 직업재활서비스기관에 보내는 것
이 정말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너무 나도 집중되어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 
또는 정신재활에 대한 변별력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에
요. (연구참여자 B) 

둘째, 훈련생과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서비스에서는 훈련생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할 때가 있는데, 훈련생과 근로자로 구분하는 데 따
른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
다.

6개월에 1회 정도 직무능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시간을 
재서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지 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에 1회씩 훈련비를 인상하기도 하고 그 이후
에 근로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한다면 훈련기간을 단축
해서 근로고용 또는. 일반고용으로 갈지를 선택하도록 직
무능력을 평가하는 분들은 다시 정신재활시설로 보내서 
직장체험, 직업재활훈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
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A)

모호성에서 말했던 것이 회원분들도 모호성이 관련이 되
는 게 근로자는 근로장애인? 훈련자는 훈련장애인? 으로 
할지에 대한 기준도 솔직히 메뉴얼을 살펴봤을 때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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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
우에는 분명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된다
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C)

셋째, 훈련기간 제한도 할 필요가 있었다. 훈련생 또는 
근로자로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비롯하여 
직업재활서비스 이용기간의 기준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훈련하고, 근로를 하
도록 지원한 이후에는 일반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취업 유형으로 이동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말 그대로 직업재활, 직업훈련시설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익을 내야 하니까 기능이 좋은 분
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일반 경쟁고용이 가능한데도 내보
내지 못하는 거죠. 이 분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되고 그러
다보면 수익도 안 되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좋기는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해요. 훈련은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장애
인은 급여 50만원, 40만원, 많이 받으면 60만원 받으면
서 무기한이에요.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요. 4대보험이 적
용되기는 하지만, 상한선은 최저임금까지 이구요 하한선
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A)

무한정 그냥 근로 장애인으로 무한정 또는 훈련생으로 
무한정으로 되는 건 좀… 지금 훈련생도 기간도 있나요? 
없죠…. 장애인직업재활은 삼년이에요. 그것은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은 무조
건 나가는 걸로 해야 될 듯 해요. 제한 없이 그냥 근로장
애인이나 훈련생으로 하는 건… 훈련생도 기간도 있나
요? 없을 거예요…. 장애인직업재활의 경우에는 십년이
에요. 그것은 명확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
여자 A)

3.3 타 장애인과 동등한, 그리고 장애등록 유무를 떠나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운영을 기대함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해야 하며, 타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에 
편입되는 방안이 좋기는 하겠으나 장애등록이 안되어있
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도 고려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3.3.1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경우 맞춤 사례관
      리서비스가 필요함
타 유형의 장애인도 유사하겠으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지원해야 
할 바가 많다.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정신장애인을 가진 특
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통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에 초점이 주로 맞춰
져 있어서 한정돼요. 직업능력이라든지 직업적응, 그리고 
유지관리 등등으로요. 거기에 위기개입을 하는 이유는 직
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만. (중략) 근태
관리, 수면관리, 음주 및 흡연관리, 용돈관리, 스트레스관
리 수면관리 한 사람의 인생에 깊게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들이 많아요.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이 정말 
많은 거예요…(중략)…그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신장
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
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A) 

3.3.2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서비스를 기대함 
직업재활서비스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서 주

간재활에서의 취업지원과는 구별되도록 훈련 및 교육유
형과 취업연계 중심 유형으로 구분하기를 기대하였다.

저희(정신재활시설)는 이제 직업재활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취업지원이라고 쓰죠. 왜냐하면 직업재활이라는 건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훈련하는 개념이
기 때문에. 저희(정신재활시설)는 취업지원.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지금은 직업재활이라는 용어
를 많이 쓰지 않은데.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곳이어
야 해요.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외부에서 취업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연구참여자 B)

직업재활 종류 중에서 보호작업 또는 직업적응훈련의 경
우에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해야 하는 것은 뒤쪽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말하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직
업능력이 낮은 분들을 그렇게 해서 점차 단계로 구분해
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근로사업
장형태라든가 흔히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 쪽에다
가 더 선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없죠. 
중간에 주간보호센터가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취업지원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직업재활실무자의 초점집단인터뷰를 487
센터, 자립형표준사업장, 작업사업장, 표준사업장, 근로
사업장 등등으로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아래에 있는 분들
의 경우에는 끌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3.3.3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이 받는 직업재활 관련 서
      비스를 받기 희망함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정신장애인은 여
러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그
러므로 실무자들은 정신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이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타 장애인과 동
일한 수준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비슷한데 보건복지부 
아래에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15조 때문에 저희가 제한되
어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직업재
활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를 아예 이용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보건
복지부 관할인데 왜 보건복지부가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B)

결국에는 모두 장애인인데 누구는 배제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요….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만,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
과 정신건강복지법이 이런 법들이 전부 장애인을 위한 
법이니까 상호 보완을 할 수 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15조를 없애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장고법에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까 이에 대한 조항만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해요. (연구참여자 A)

고용개발원에서는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만 하지 않는거
지. 청각장애는 포함됐죠? 청각장애인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뭔가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
고.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가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B)

3.3.4 미등록장애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차별화가 요구됨

정신질환자 가운데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유형에 포
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와 차
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근로환경을 조성해준다든가,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요. 장애인등록을 하신 사람은 일반적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거라면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등
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거라고 생각
해요. (연구참여자 B)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

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의 직
업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의 정체성을 찾도록 매뉴얼과 지
침 정비가 요구된다. 직업재활서비스 지침이 마련되어 있
기는 하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별
로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신재활시설별
로 구별된 특성도 고려되지 않은 시설 간의 업무 구분도 
잘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 대
상 직업재활서비스는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직업
재활서비스가 가진 특색을 갖춘 정체성이 부족하여 시설 
간에 혼돈이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에서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이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매뉴얼과 
지침에 정신재활시설별 차이를 고려하고, 시설 간의 업무
구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유형별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서비스 참여 훈련생, 근로자를 위한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서비스의 경우, 보호작업장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1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역할이 정신재활시설에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8]. 이러한 보호고용 모
델에서는 급여수준이 낮고 근로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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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대적 흐름과 
UN에서의 권고 등에 따라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
비스도 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와 같이 훈련중심 유형, 
혹은 근로중심 유형으로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혹은 훈련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
인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우선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근로시간, 급여기준, 훈련기
간을 두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보장하는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근거하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 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턱없
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을 이용하는 것조차 제한되다보니 정신장애인들은 적절
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장애인복지법」제15조의 제한조
항을 폐지하여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장애인복
지법」에 의해 보장받는 수준과 대등한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상 직업재활
서비스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운영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의 특성에 맞는 직종별로 적합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직업훈련의 다양
화와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교적 단기
간의 훈련을 통해 사회적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
는 전략직종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신장애
인의 특성에 맞는 재택고용에 적합한 직종들도 찾아내고 
그에 알맞은 재택훈련 방법의 개발 등이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훈
련이 가능한 직종 개발도 필요하다.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신체적 장

애인들 중심으로 개발된 직업재활서비스를 참고하여 운
영되어왔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
시설별로 구별된 특성이나 시설 간의 업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체계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운영되지 못하여 적절
한 수준과 형식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
활서비스에 대한 엄밀한 욕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직업재활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참여 훈련생, 근로
자를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
한 직업재활서비스 형태가 보호고용이든 직업훈련이든 
간에 정신장애인들이 훈련생 혹은 근로자 중에서 어떻게 
규정할지와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이에 적합한 근로시간과 그리고 훈련기
간을 두어야 한다. 또한 보호작업 형태의 시설인 경우에
는 급여수준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적
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
스에서 정신장애인은 거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보니 정
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지원의 사각지
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에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
업재활서비스가 편입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못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
재활서비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신장
애인 대상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
원의 재정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중
심으로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살
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은 정신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가 보다 발전하는 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서울 지역 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과 일부 사례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는 점은 연구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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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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