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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없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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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장애 개념이 사회사업 실제를 얼마쯤 규정합니다. 장애를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개념이 당사자를 대하는 마음 태도 언행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마음 태도 언행이 사회사업 과정과 성과에 중요한 변수가 되곤 합니다.

이러므로 장애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 용어

1) 장애 개념 

장애에 관한 생각 또는 장애라는 말의 뜻입니다. 뒤엣것은 장애의 개념

이라고도 합니다. 

2) 장애의 정의

장애라는 말의 뜻을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입니다. 뒤엣것은 장애의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장애를 정의한다고 함은 장애라는 말의 뜻을 밝혀 규정한다는 말입니

다. 개념을 정의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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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의

1. 문자적 개념

1) 장애 障礙

障과 礙의 뜻이 둘 다 ‘막히다’이니 장애는 한마디로 ‘막힘’입니다.

① 몸의 장애

몸의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입니다.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없을 때 장애라고 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질병

이나 부상·손상 따위로 부릅니다. 아직은 그런 편입니다.

② 생활의 장애

생활의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생활의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2) Disability

ability는 ‘할 수 있음’이고 dis-는 반대·부정을 뜻하니 disability는 한

마디로 ‘할 수 없음’입니다.

① disability in body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② disability in life 

생활의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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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개념

1) 흔히 말하는 장애는 주로 몸의 장애이고 그 개념은 ‘몸의 어떤 구조

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상태’입니다.

① 손상된 상태 : 잃거나 줄어들거나 망가지거나 약해진 상태입니다.

② 결여된 상태 : 없거나 모자란 상태입니다. 손상되어 결여된 상태, 손

상되지 않고 결여된 상태를 아우릅니다.

③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상태 : 손상 결여되어 다른 상태, 손상 결여

되지 않고 다른 상태를 아우릅니다.

이른바 조작적 정의입니다. ‘막힘’이라는 문자적 의미보다 넓게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2)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도 조작적 기준입니다.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회가 그런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장애 판단은 결국 사회적 해석입니다. 손상 결여되었다 함도 사회적 해

석이고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르다 함도 사회적 해석입니다.1)

3) 보조기기 같은 인공물로써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을 생성 보완 대체

할 경우 무엇을 보고 장애를 판단할까요? 

아직은 인공물을 더하지 않은 상태의 구조나 기능을 보고 판단하는 편

입니다. 미래에는 인공물을 더한 상태의 구조나 기능을 보고 판단하게 

될지 모릅니다. 몸의 구조나 기능을 이루는 ‘요소나 방식’이 다르다 할 

뿐, 장애가 있다 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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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관점

1. 개인 관점

의료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몸의 장애 곧 몸의 구조나 기능의 상태에 주목하고, 몸의 장애 때

문에 이런저런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봅니다.

예컨대 다리가 절단·마비된 상태를 장애라고 하고, 다리가 절단·마비

되어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겁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기 지원, 심부름, 이동 봉사자나 

활동지원사 파견 등, 개인을 직접 돕는 일에 주력합니다.

생활의 장애를 부정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 없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의 장애에 주로 대응할 따름입니다.

2. 환경 관점

사회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

편하게 되는 현상만을 장애로 봅니다.

환경 쪽 조건 때문에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 환경 쪽 조건을 바꾸려 합

니다. 이동 장애라면 예컨대 편의시설과 이동 수단이 부적절하여 겪는

다고 보고 적절한 편의시설과 이동 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겁니다.

몸의 장애를 다 부정하거나 개인 지원이 필요 없다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의 장애와 환경 쪽 조건을 주로 다룰 따름입니다.

장애에 대응하는 데 양쪽 다 필요합니다. 힘쓰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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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 관점

몸의 장애와 생활의 장애를 다 인정하되 주로 생활의 장애를 다룹니다. 

생태 관점에서 생활의 장애는 어떤 사람이 그와 잘 맞지 않는 어떤 환

경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일종의 생태 현상입니다.

이동 장애라면 예컨대 다리가 절단·마비된 사람이 적절한 편의시설과 

이동 수단이 없는 환경에서 이동 하려고 할 때 생긴다고 봅니다. 

당사자나 환경 어느 한쪽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서로 잘 맞지 않은데 

그런 조건에서 이동이라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동 장애 곧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

을 생태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입 영역과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 사회가 

① 편의시설과 이동 수단, 치료 체계와 지원 제도를 갖추게 합니다. 

②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돕게 합니다.

2) 당사자가 

① 환경을 바꾸는 활동을 주선하거나 거들어 줍니다.

② 보조기구나 개인 이동 수단을 확보 활용하게 합니다. 

③ 치료 체계와 지원 제도를 찾아 활용하게 합니다.

④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

⑤ 적절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보게 합니다. 

⑥ 이동하지 않거나 덜 이동해도 되는 ‘다른 일’을 찾아보게 합니다. 

사회사업은 주로 생활의 장애를 다루되,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 

쪽 조건이나 환경 쪽 조건이나 일의 조건을 바꾸어 생활의 장애를 해소 

완화하게 돕습니다. 나아가 생활의 장애가 생기지 않거나 덜 생기는 환

경, 장애인도 살 만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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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사람, 사람과 장애

1. 장애인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1) 문자적 개념 

몸의 어떤 기능이 막힌 사람, 곧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

렵거나 불편하게 된 사람입니다.

2) 일반적 개념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사

람입니다.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어떤 수준의 상태이면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그 판단은 사회적 해석에 불과하고 그 근거는 임의의 가변적 기준일 뿐

입니다. 본디 그렇다 할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곧 장애인인 사람은 아

닙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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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자부인 Disability Priders2)

장애에 자부심을 품는|품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몸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문화를 여느 삶의 방식이나 문화

와 똑같이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를 여느 몸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몸의 상태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 나름대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라고 봅니다. 

장애로써 그 존재를 인식하는 이른바 ‘장애 정체성’을 옹호합니다. 장

애가 자기 정체성의 요소임을 당당히 인정합니다.

그 정체성 또한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며 여느 정체성과 마찬가

지로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함이 있거나 열등한 것이 아

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든 여느 사람과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써 완전해지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며 그런 존재 가치에 믿음과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다.’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더

러는 이 또한 ‘장애에 대한 편견 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발

로’라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다.’ 함은 사실이 그렇다는 말일 뿐

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가치 판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

인은 그냥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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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당사자

1)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런 뜻을 적용하면, 장애 당사자는 ‘어떤 일’에 장애를 겪는 사람 곧 

생활의 장애를 겪는 사람입니다.

장애를 겪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만’ 장애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 장애 운동에서는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상태’ 그 자체는 장애가 아니고 손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

우 다른’ 사람을 장애 당사자라고 합니다. 

장애가 아니고 손상일 뿐이라는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 장애 당사자라

고 하는 겁니다.

장애 당사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곤 합니다. 장애 당사자인 사

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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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용어

1) 장애가 있는 사람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사

람입니다. 

장애를 가진|지닌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좀 어색합니다. ‘가지다’나 ‘지

니다’가 ‘장애’와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persons/people with disabilities

사람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the disabled를 대체한 용어입니다. 

여기 disabilities는 대개 몸의 장애를 가리킵니다. 대부분 persons 

with impairments로 바꿔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3) disabled people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사회에 의해 생활의 장애를 겪는다는 취지

의 용어입니다.4)

이런 취지라면 people disabled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분하자면 disabled people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그런 사람 곧 개

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people 

disabled는 사회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사람 곧 ‘상황적 현상’으로서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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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1)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 또는 사회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어떤 

속성으로써 범주화하여 총칭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로써 특정 당사자 개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는 그

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암시하거나 낙인 효과가 있는 수식

어를 사람보다 앞세우는 용어는 꺼림칙합니다.

2) 장애인, 장애 당사자,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약자… 

모두 장애라는 속성으로써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

입니다. 일종의 집합 명사입니다. 

특정 당사자 개인을 이로써 지칭하면 그 사람 자체가 장애인이라는 듯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부득이 몸의 장애를 언급해야 한다면 사람을 수식하기보다 상태를 서

술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철수는 지적 장애인이다. 자폐아다.’ 하기보다, ‘철수는 지적 

장애가 있다. 지적 기능이 여느 아이와 좀 다르다. 자폐성이 있다. 자폐

성 행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3)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 일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사

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이라서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회사업에서는 특정 당사자 개인을 장애인이니 장애

가 있는 사람이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의 몸의 장애를 언급하는 일이 이래저래 조심스럽습니다. 언급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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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약자와 상황적 약자

1) 사회적 약자

‘그 사회 여느 사람이나 다른 계층 집단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몸의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이기 쉽습니다. 

다만 몸의 특정 기능에서 약자일 뿐, 그 사람 자체가 약자는 아닙니다. 

다른 기능에서는 약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각이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을 시각 약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곧 약자라는 말은 아닙

니다. 

2) 상황적 약자

어떤 상황에서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약자일 뿐, 그 사람이 곧 약자는 아닙니다.

몸의 장애가 있으면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생활의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다만 그 사람 자체가 약자는 아닙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약하지 않을 

수 있고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습하는 데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을 학습 약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곧 약자는 아닙

니다. 학습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약자가 아

닐 수 있고 다른 학습 상황에서는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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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미래

1. 몸의 장애

1)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에 대해 누구에게나 있는 개개인의 차

이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이루

는 일종의 개성쯤으로 여길 겁니다.

이른바 중증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고도 중증의 신체장애라도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2)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에 대해 평가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언급 자체를 삼갈 겁니다. 언급해야 할 경우에

도 그저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어찌 되었다거나 어떠하다고 할 뿐, 

손상 결여되었다거나 장애가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3)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로써 사람을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생물학적 성이나 인종으로써 여성이나 흑인 따위로 분류하듯 그렇게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장애인’이니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 

하는 일종의 귀속적 범주로써 명명하지 않을 겁니다.



- 15 -

2. 생활의 장애

1)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

는 현상’을 장애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라고 한다 해도 낙인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을 겁

니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길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을 따로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으

로 범주화하거나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겪기 쉬운 사람, 곧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

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기 

쉬운 사람을 무슨 약자라고 하는 정도일 겁니다.

2) 사회사업은 물론이고 복지정책도 ‘도움이 필요한 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적시할 겁니다.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용어를 쓴다면 교통 약자나 이동 약자, 독서 약자나 학습 약자 

따위로 표현할 겁니다. 무슨 장애인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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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도

몸의 장애 ≒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상태

당사자 쪽 조건과 환경 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

성 인종 종교 국적/민족 학력 소득/재산 지위 
체질/체력 지식/기술 습관 사고방식 성격 따위

환경 쪽 조건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형태 내용 방식

당사자 쪽 조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재정 사조 기후 지리 따위

당사자 쪽 조건

생활의 장애

흔히 말하는 장애는 주로 몸의 장애이고 사회사업이 다루는 장애는 주

로 생활의 장애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애인은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에는 장

애인이 따로 없고 생활의 장애를 겪는|겪기 쉬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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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장애 개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

애를 말한다.

제1항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제2항의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서 장

애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 ‘장애란 ~ 장애를 말한다.’에서도 장애라는 용어

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복지 급여를 받을 사람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했을 뿐입니다.

장애라는 용어를 정의한 건 아니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 법에서 장애는 몸의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애를 개인의 

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둘째,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

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

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4 :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59&efYd=2020060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841&efYd=202008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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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이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사

회적 요인으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생태 관점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

만 이 법에 ‘장애’가 4회 더 나오는데 다 이와 다른 개념으로 썼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합니다. 손상을 가리킨다면 장애가 개

인의 속성이라는 말이고 제약을 가리킨다면 개인의 속성이 장애를 초

래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 개인 관점 개념입니다. 장애를 개

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2조에서만 장애 개념이 모호합니다. 다른 조항들에서는 장애가 ‘몸

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상

태’를 가리키는 용어임이 분명합니다.

4.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

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

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장애를 정의하지는 않으나 ‘손상을 지닌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으로 생긴다 하니 생태 관점 개념입니다. 

그런데 협약에 나오는 ‘장애’의 98%(244회/247회)는 개인 관점 장애 곧 

‘몸의 장애’를 가리킵니다. 제9조 ‘접근성에 대한 장애’, 제24조 ‘장애

에 대한 인식’, 제28조 ‘장애 관련 비용’ 이 세 군데의 장애만 생태 관점 

장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문 : 외교부 영문 : CRPD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94&efYd=20180620#0000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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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장애 개념

1.ICF

1) The model of ICF

The following diagram is one representation of the model of 
disability that is the basis for ICF.

2) Concepts of functioning and disability

As the diagram indicates, in ICF disability and functioning are 
viewed as outcomes of interactions between health conditions 
(diseases, disorders and injuries) and contextual factors.

Among contextual factors ar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for 
example, social attitude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legal and 
social structures, as well as climate, terrain and so forth); and 
internal personal factors, which include gender, age, coping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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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background, education, profession, past and current 
experience, overall behaviour pattern, character and other factors 
that influence how disability is experienced by the individual.

The diagram identifies the three levels of human functioning 
classified by ICF: functioning at the level of body or body part, 
the whole person, and the whole person in a social context. 

Disability therefore involves dysfunctioning at one or more of these 
same levels: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3) The formal definitions of these components of ICF are provided 
in the box below.

① Body Functions are physiological functions of body systems 
(including psychological functions).

② Body Structures are anatomical parts of the body such as 
organs, limbs and their components.

③ Impairments are problems in body function or structure 
such as a significant deviation or loss.

④ Activity is the execution of a task or action by an individual.
⑤ Participation is involvement in a life situation.

⑥ Activity Limitations are difficulties an individual may have 
in executing activities.

⑦ Participation Restrictions are problems an individual may 
experience in involvement in life situations.

⑧ Environmental Factors make up the physical, socal and 
attitudin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live and conduct their 
lives.

출처 : ICF Beginners' guide, WHO, 9~10쪽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https://www.who.int/classifications/ic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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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F 해설과 비판

1) Disability

건강 상태 Health conditions
(diseases, disorders and injuries)

장애 Disability

몸의 손상
Impairments

동작·활동의 한계
Activity Limitations

생활의 제약
Participation Restrictions

상황적 요인 Contextual factors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환경 요인 (인식과 태도, 편의시설
제도, 사회구조, 기후, 지리 따위)

internal personal factors

개인 요인 (성, 나이, 사회적 배경, 
학력, 직업, 경험, 습관, 성격 따위)

건강 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몸, 동작·활동, 생활에 생기

는 문제를 각각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Participation 

Restrictions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Disability’로 통칭합니다.

① Disability is similarly an umbrella term for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2쪽) 

② Disability involves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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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이다.” 이렇게 똑떨어지는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핵

심어인데도 단어 자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거나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건강 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니 어색합니다. 

internal personal factors를 상황적 요인이라고 함도 어색합니다.

건강 상태는 개인 요인에 넣고,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사이의 상호 작

용으로 장애가 생긴다 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Impairments

Impairments are problems in body function or structure such as a 
significant deviation or loss. (10쪽)

example : ⓐ Loss of sensation of extremities ⓑ Paralysis (17쪽)

① 몸의 구조나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 상당합니다. 

② 이것을 health conditions와 contextual factors의 상호작용의 산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좀 어색합니다.

③ deviation은 정상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이라는 말

이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다는 가치중립적 개념보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부정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④ impairments는 손상되지 않고 본디 결여된 상태를 아우르지 못합

니다. impairment, 손상이라는 말은 있던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상 결여되지 않고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르기만 

상태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⑤ deviation을 손상이라고 함도 impairments가 disability에 포함된

다 함도 조작적 개념입니다. 이름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나 개념을 조

작하여 그렇게 확대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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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vity Limitations

Activity is the execution of a task or action by an individual.

Activity Limitations are difficulties an individual may have in 
executing activities. (10쪽)

example : ⓐ Difficulties in grasping objects ⓑ Incapable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17쪽)

몸 밖의 대상과 관계없는 task or action은 몸의 기능이고, 몸 밖의 대

상에 작용하는 task or action은 생활의 일입니다. 

Activity Limitations는 그런 task나 action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

거나 불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Activity Limitations는 몸의 

장애일 수도 있고 생활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4) Participation Restrictions

Participation is involvement in a life situation.

Participation Restrictions are problems an individual may 
experience in involvement in life situations. (10쪽)

example : ⓐ Unemployment ⓑ No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17쪽)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

편하게 되는 현상에 상당합니다. 이것을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데, 건강 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

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니 좀 억지스럽습니다.

5) 요컨대 ICF는, disability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분류할 뿐입니다.

몸의 장애와 생활의 장애를 하나의 관점으로 도식화합니다. Activity 

limitations도 다 그런 건 아닌데 impairments까지 health conditions

와 contextual factors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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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사회사업

1. 몸의 장애

사회사업에서 몸의 장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몸의 장애는 그냥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매우 다른 상태’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사회사업은 그 사람의 다양한 상태 가운데 하나 또는 

복지 당사자 누구에게나 있는 개개인의 차이,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에 의미 있는 장애는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해 볼 수 있는 장애, 

사회사업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애, 생활의 장애입니다.

몸의 장애에 관한 정보는 사회사업에 별 쓸모가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주로 생활의 장애를 다룹니다. 따라서 사회사업에 필요한 

정보는 생활의 장애에 관한 정보 곧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가? 하는 겁니다. 

생활의 장애를 다룰 때 사회사업에 쓸모 있는 정보는 당사자의 욕구와 

강점, 지역사회 여건과 자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당사자가 어떤 복지

를 이루고자 하며 지역사회 여건은 어떠한가? 당사자에게 어떤 강점

이 있으며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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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의 장애

1) 생활의 장애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생

기는 현상, ‘상황적 장애’입니다. 

이런 장애는 누구나 겪는 인간 보편의 현상입니다. 몸의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생활의 장애를 겪곤 합니다.

몸의 장애가 있으면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여느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사회사업이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누구나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저마다 특별한 장애를 겪곤 한다

는 점에서 이 또한 인간 보편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생활의 장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

는 현상이므로 장애라는 말은 그런 ‘일’에나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동 장애, 학습 장애, 독서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장애를 겪기 쉬운 사람은 이동 약자, 학습 약자, 독서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 학습 독서…를 하는 데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생활의 장애는 상황적 현상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애’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이동 장애인이니 학습 

장애인이니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를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장

애를 겪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필요한 만큼만 아니라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일에서까지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려 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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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사 요리 세탁 청소, 이동 여행 산책 쇼핑, 취미활동, 정치활동, 경

제활동, 물품 관리, 인간관계, 사람 구실…

시설 입주자가 이런 일에 장애를 겪곤 합니다. 시설 밖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해 오던 사람도 어떤 시설에 입주하면 장애를 겪습니다.

다른 사회사업 현장, 예컨대 복지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5)

왜 그럴까요?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인력과 예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요인은 장애 개념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적 

장애 개념이 없거나 약해서 사람 자체가 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도와주려 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에서 복지 당사자는 장애인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

다. 어떤 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사회사업 도움이 

얼마쯤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는 곳의 입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구조나 기능의 상태가 어떠하든, 어떤 일에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든, 여느 복지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입니다. 

사회사업은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함께할 뿐입니다. 살아 있

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사람답고 사

람 사는 것 같게, 그렇게 살게 도우려 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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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Impairments are themselves socially constructed. 

For example, deafness is constructed as an impairment through the 
discourse of 'phonocentrism'. Social contexts have an impact on 
whether deafness is considered as an impairment. 

Social Work and Disability, Peter Simcock & Rhoda Castle, 2016, pp.23~24

2) Priders : (nonstandard, often capitalized, often used with the designation 

for a group) One who is part of a movement based on pride in a certain 
attribute. gay priders, black priders, white priders… 출처 : wiktionary

3) 복지야성 ‘장애 경험’, ‘Nothing About Us Without Us.’

4) A major effect of society not taking account of people with 
impairments is the creation of disabling barriers; there can be 
attitudinal, systemic, cultural or physical. When using this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e term ‘disabled people’ means people with impairments 
who are disabled by society.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4th ed. Oliver, Sapey and Thomas. p.16

5) Not all disabled people need social work intervention. 

Furthermore, as highlighted by many people with physical and sensory 
impairments, social work services and social work itself have been 
disabling barriers in their lives.

Social Work and Disability, Peter Simcock & Rhoda Castle, 2016, p.1

※ 복지야성 ‘Inclusion vs. Integration’

https://en.wiktionary.org/wiki/prider
http://welfare.or.kr/critical-reflection-on-social-work.htm
http://welfare.or.kr/critical-reflection-on-social-work.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