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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 진행 경과

-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 실태조사 등

- 소송,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 장애인 당사자들의 도전, 경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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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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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



시설 인권침해 사건들

• 성람재단 사건(2003) 

• 성실정양원 사건 (2003)

• 은혜사랑의 집 사건(2003) 

• 인화원 사건(2005) 

• 김포 사랑의집 사건(2006)

• 석암베데스다 사건(2007)

• 전주 자림원 사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2012) 

• 인강원 사건,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2013)

•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사건(2014)

• 마리스타의 집 사건(2015)

• 남원 평화의 집·대구시립희망원 사건(2016)

• 경북헤강원사건(2018)

• 장수베델의집 사건, 무주하은의 집 사건 (2019)

• 루디아의 집 사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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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59586
https://m.blog.daum.net/unis3way/12420883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64000/2003/11/021064000200311190485059.html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355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8163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0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출처 : KBS NEWS

http://mn.kbs.co.kr/news/view.

do?ncd=32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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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kbs.co.kr/news/view.do?ncd=3211838


탈시설 소송

출처ㅣ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8787.html

출처 :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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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연구용역 등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2005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의 현황과 대안(2006년)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2010~) 

• 국가인권위원회,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2015)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 

•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방안 연구(2018)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18)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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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

•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0) -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중증장애

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등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2019)

• 탈시설 지원 관련 계획(안)(2019) 

• 서울시 -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2019), 탈시설화 계획(2013, 1017), 시설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2020)

• 전주, 대구, 광주 등 탈시설 추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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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심의 운동

출처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gpil.co.kr/activity_photos/6883

10출처 :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0

http://gpil.co.kr/activity_photos/6883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함.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

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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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

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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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

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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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 탈시설 운동의 현안

- 탈시설지원법안통과되기위해넘어야할쟁점

✓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권리의 충돌?

- 팬데믹 시대의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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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37조 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③

복지시설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자립생활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방식과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 타의에 의한 입소에 의한 권리 침해 상태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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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

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

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

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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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허스트 연구 (197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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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cut Movers, 1985-1991:
Percentage Gain in Adaptive Behavior

출처 : 제임스 콘로이, “미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삶“,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9), 40p

출처 : 제임스 콘로이, Congregate Versus Community Supports:

Methods, Models, and Scientific Evidence(2019)



중증 발달장애인은 탈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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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충돌? 

• 장애인의탈시설권리와직업의자유

- 노동권을 고려한 정책도 필요

- 하지만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노동정책 변화 필요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재산권

- 장애인 거주시설의 공공성

- 행정적,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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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시설 운동의 현안

- 탈시설지원법안통과되기위해넘어야할쟁점

✓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권리의 충돌?

- 팬데믹 시대의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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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탈시설

• 집단감염의발생 – 청도대남병원사례

- 103명의입원자중 101명이코로나확진. 7명사망. 의료인과직원 9명코로나감염

- 코호트격리조치실시, 인권위긴급구제조치신청

- 인권위원장성명발표 “과도한장기입원및건강관리소홀, 채광과환기가원활하지않은

시설환경, 적절한운동시설의부족등은적극적인개선이필요”

- 원격진료, 방문서비스등의료서비스의변화를포함한커뮤니티케어필요성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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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탈시설

• 예방적코호트정책의문제점

- 인권침해문제, 실효성 x, 법적근거 x, 시설내감염병발생시대처에

대한법제 x

• 시설무기한면접금지로인한인권침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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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ㆍ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구분 사망자수(명) 비고

요양병원 367

요양병원 외 의료기관 134

요양원 196

사회복지시설 80 주간보호센터 등

합계 777 전체 사망자 1,486명 대비 52.3%

24

출처 : 장혜영의원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225132701011924 에서 재인용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2251327010119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노인ㆍ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면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제한적 조치만

규정하고 있어서 시설 내 집단감염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거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동일집단격리’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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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가.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

면 일시적 폐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도록 함(안 제

47조 단서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

설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할 경우에는 분산조치된 해당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을 비롯해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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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권혜경, “코호트 격리를 겪으며”, 뉴스풀,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5842

3월 19일 코호트 격리 11일째

탈시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집단거주시설에) 감옥’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솔직히 나는 ‘저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감옥은 아닌데, 우리는 저들을 케어해
주고 있는데......

코호트 격리 11일째 되는 날, 나는 알게 되었다. 여기는 감
옥이었다.

3월 21일 코호트 격리 13일째

(중략) 내일이면 우리는 이곳에서 출소한다(중략) 나 혼자
탈출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우리는 분명 케어라는 명목으
로 이들을 가두어 두고 있다’.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je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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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맨 처음 탈시설해서 봤을 때의 그 모습보다

사람이커보여요. 

마음이 커져서… 되게 오묘해요. 

그냥 사람이 커보여요. 

눈빛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확실히 달라져요. 날이 지날수록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je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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