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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주지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변종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진관훈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현황을 파악하

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 자료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이 목적이다. 본 연

구는 제주도 거주 장애인 중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장애인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조사의 경우 모집단이 적은 관

계로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소속 단체의 대회 담당자 3명과 대

회 주관단체의 담당자 1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첫째,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내

전문 직업훈련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회 경기종목과 관련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목은 없애고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종으로의 전환이 필

요하고, 출전선수의 지도와 관련하여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비를 털어 교육

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가선수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셋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에 대

한 사항으로는 대회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부스 운영과 식전공연 등을 통한 대

회의 축제화가 필요하고, 수상자의 취업연계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상자

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넷째, 대회 개선방

안으로 제주지역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4개의 권역별로 치러지는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를 17개 광역시·

도에서 치르면 지적장애인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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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대회 담당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하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

였다.

주제어 : 장애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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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75년 UN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

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달라지며 결

국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권선진, 2006).

모든 인간은 직업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 등 생활의 자원을 보장받고 사회적

인정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

다(박석돈, 1999).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장애인에게 잠재된 직업능력을 개발하거

나 보다 향상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정상적

인 직업생활을 유지하여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한상희, 2006).

진정한 직업교육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

대로 회복시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재활에 있으므로 인간 존재의 가

치실현을 위한 기회균등보장, 전인격적 독특한 존재로의 인정과 정상화, 평등의

식의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정희섭, 2005).

장애인에게 직업교육과 재활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분의 가장 기본

적인 요구사항이다.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에게

삶의 동기부여 및 목표설정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는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기

능 존중 풍토 조성과 사회 일반의 인식 제고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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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써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동일한 과제로 치러지는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1위 선수들이 참가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각국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이 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1999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서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고,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

인 기능올림픽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대회

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2014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결과집」에

따르면 2014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17개 시·도에서 34개 직종에서 2,971

명이 참가하였다. 2003년 2,318명이 참가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한 추세이다. 하지

만 제주지역의 경우 2005년 25개 직종에 149명이 접수하여 126명이 참가하였다.

이후 2014년 16개 직종에 110명이 접수하여 100명이 참가하여 참가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양적·질적으로 발전되고

수준 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

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기간에 참가 선수단과 참관자를

대상으로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지역의 실정이

정확히 반영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논문이 2014년까지 1건1)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한 상태이고, 2005년 이전까지의 자료에 근거한 연구여서, 2015년도 현재 실정

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리적 · 교통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

여 다양한 애로사항과 특이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지역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가 2012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고,

경기성립 직종의 개수도 전체 34개 직종 중 2014년 16개 직종이 성립되어 나머

지 18개 직종에 대해서는 출전 선수가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

1) 문춘기(2005).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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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설문조사와 면접조

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현황을 파악하

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 자료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이 목적이다. 제주지

역 거주 장애인 중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

로 교육훈련의 경험 여부, 입상자들의 취업과의 연계 여부, 대회 개선방향에 대

한 실태조사를 통해 욕구를 조사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능경기대

회 참가선수가 있는 소속단체의 대회 담당 실무직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대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 거주 장애인 중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여 회수한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장 등

을 수정하고, 소요 시간을 측정한다. 설문 조사지를 도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소속 단체 및 시설에 배포하여 설문조사 후 회수한다. 설문 조사지는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대하여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과 교육훈련에 대한 질

문, 그리고 응답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춘기(2005)의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

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모집단이 적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

전선수 소속 단체의 대회 담당자와 대회 주관단체 담당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시

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했다.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고, 대회 출전 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했다. 심층면접의 면담질문지는 출전선수를 대상

으로 한 설문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

업훈련의 현황과 취업연계에 대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운영과 경

기종목, 출전선수 지도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구성하며 대회 활성화 방안은

대회 인식개선과 개선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에 대한 자료 분석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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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으로부터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초

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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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합계

남 여 합계

합계 1,448,878 1,045,582 2,494,460

지체 749,259 546,349 1,295,608

시각 150,843 101,982 252,825

청각 138,356 114,423 252,779

언어 13,095 5,180 18,275

지적 111,183 73,172 184,355

뇌병변 143,931 107,612 251,543

자폐성 16,629 2,895 19,524

정신 50,594 46,369 96,963

신장 40,650 29,784 70,434

<표 1> 전국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현황(2014. 12. 보건복지부)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과 장애인 재활

1975년 UN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

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달라지며 결

국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권선진, 200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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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4,000 2,401 6,401

호흡기 9,392 3,053 12,445

간 7,000 2,668 9,668

안면 1,557 1,132 2,689

장루.요루 8,513 5,354 13,867

간질 3,876 3,208 7,084

출처 : 2014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 예상

장애범주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

애, 변형 등의 장애

소화기장애, 비

뇨기장애, 만성

통증, 기타 암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

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

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

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유형 분류는 1997

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이후의 단계적인 장애범주 확대에 의

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범주가 5개에서 10개

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

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점차 선진국 수

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확대 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코올 약

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

성통증, 기타 암, 기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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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애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

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

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 중증의 뇌전증(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만성알코올 약

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치매,

기타 정신발달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

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출처 : 2014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모든 인간은 직업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 등 생활의 자원을 보장받고 사회적

인정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

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고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면서 많은 사회관계를 갖는 기회

를 제공해 주며(박석돈, 1999)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가치를 나타내며, 인생의 보

람을 찾고 즐거움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이달엽, 2000).

Bitter(1979)는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 장애인들은 비사회

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어 더욱 사회에 큰 부담

을 주게 된다고 했다. 이를 미리 방지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제한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의 직업훈련은 장애인에게 잠재된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보다 향상하여 고용시

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여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한상희, 2006).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적응을 돕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서비스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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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일련의 연속과정이다. 이것은 재활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잔존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직업인

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어 시민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Emener,

1980). 이러한 직업 재활 과정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

부적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각 단계에서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

으나 Hutchison(1970), Malikin과 Rusalem(1969), Goldenson(1978) 등의 학자들은

직업 재활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

였다.

Hutchison

(1970)

Malikin &

Rusalem

(1969)

Goldenson

(1978)

Goodwill

Inudstries

(1999)

ILO(1955)

초기접수 조회 상담 상담

평가 평가 평가 평가

계획 치료 초기접수 직업적응훈련

진로지도 평가 직업훈련

훈련 훈련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직무배치

배치 직무배치 훈련 직무배치 보호 고용

사후지도 사후지도 직무배치 사후지도

출처 : 한상희.(2006).「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훈련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표 3> 직업 재활의 과정

이런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의 직업 재활 과정은 직업상담, 진

단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직무개발 및 배치, 보호 고용, 사후지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Pratt, Gill, Barret & Robert, 1999).

이러한 직업 재활의 측면에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 육성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 시킬 기회를 제공한

다. 또한, 직업 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의 기능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사회 일반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며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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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2.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교육

ILO(국제노동기구)는 1939년에 ‘직업훈련에 관한 권고’에서 “기술적 혹은 직업

적 지식을 습득 향상할 수 있는 모든 훈련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훈련이 학

교에서 행하든 작업장에서 행하든 상관없다”라고 직업훈련에 관해 정의하였고,

또한, 1955년과 1983년에는 직업훈련을 장애인의 고용전망에 비추어 그들의 직업

적 자질이나 적성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달엽(2000)에 의하면 직업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위하여 일상적

으로 하는 일’이다. 인간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시대에는 스스로 일을 해서 얻

은 것을 자신의 의·식·주 생활전체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을 단순히 생업

이라고 한다. 생업이 인류 역사의 발달과 생산도구의 발전과 더불어 단순한 자급

자족의 단계를 넘어 일정한 직분을 담당하고 전체 사회요구에 분업적으로 참여

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직업이라고 한다.

문춘기(2005)는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업적 재활 차원에서 민간 또는

정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직업능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시행하

는 ‘직업 재활훈련’과 교육부의 특수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직업교육’과 노동부의

공공 및 인정 직업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으로 구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전국 5개(일산, 대구, 대전, 전남, 부산) 직업능력개발

원에서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인성과 기능을 겸비한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와 기

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직

종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여 직업인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과 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교과과정을 설계ㆍ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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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맞춤훈련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능력별, 장애특성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훈련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용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 준비반 운영과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더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미(2001)는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학생의 특수한 요구에 맞는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면, 직업교

육은 졸업 후 고용기회와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장애학생이 학령기 동

안 받아온 특수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조인수(1993)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개인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사회의

참여와 적응으로, 경제적·직업적 안정을 이루어 자아실현 하는 것이 직업·진로교

육의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한다.

정희섭(2005)은 장애인의 직업은 의료, 교육, 심리, 사회적 재활의 전체에 더하

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진정한 직업교육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로 회복시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재활에 있으므로 인간 존재의 가치실현을 위한 기회균등보장, 전인격적 독

특한 존재로의 인정과 정상화, 평등의식의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

하여 그것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습관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

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요

1)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대회 개최 주관단체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2015 지방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계획」에 의하면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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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종명

정규 직종

(20개 직

종)

CNC선반, 전자기기,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

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 활용능력, 웹마스터, 전자출판, 양복, 양

장, 한복, 가구제작, 시각디자인, 제과제빵, 귀금속공예, 목공예,

나전칠기, 화훼장식, 워드프로세서(장애 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

인), 점역교정(장애 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

시범 직

종(12개 직

종)

3D제품디자인, 건축제도CAD, 인테리어디자인, PCB설계,

JEWELRY디자인, 패션디자인, 번역(장애 등급 1∼3급의 시각장

애인), 치과기공, 게임그래픽디자인, 자전거조립, 보조기기제작,

보석가공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 ( 2 개

직종)

그림, e-스포츠(FIFA ONLINE 3)

※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은 중증 장애인만 해당

출처 : 2015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계획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표 4>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직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 공통 과제로 동시에 치러진다.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기능 존중 풍토 조성과 사회 일반의 인식 제고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장

애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의 추진 방침은 지역 내 기능 장애인들의 기능 수준 향상과 안정된 직업

생활의 정착을 도모하고,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시행 직종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직종 선정 및 경기를 시행한다.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우수 대표선수를 선발하고 대회 관련 보도와 광고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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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관심 유도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꾀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

애인이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場)으로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

용안정협회. 2015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

구분 개최지 주관
경기

직종

접수

인원

참가

인원
입상자

1996년 7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6 604 515 265

1997년 11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8 1,096 877 432

1998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8 1,716 1,453 626

1999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8 2,064 1,675 700

2000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8 1,994 1,739 700

2001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8 2,405 2,126 827

2002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8 2,721 2,318 852

2003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9 2,856 2,480 871

2004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0 3,123 2,794 963

2005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0 3,430 2,906 1,001

2006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0 3,420 2,877 876

2007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9 3,572 3,110 870

2008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9 3,758 3,126 890

2009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3 3,687 3,102 871

2010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5 3,532 2,905 825

2011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1 3,463 2,832 822

2012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1 3,546 2,885 819

2013년 16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0 3,707 3,104 854

2014년 17개 시·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4 3,647 2,971 854

출처 : 2014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결과집.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표 5>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현황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본부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대회 조직위원

으로 위촉하여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17개 시․도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하여 조직적인 대회 운영을 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만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면 직종별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2005년부터 수상자에게는 정규직종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범직종 및 생활레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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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그리고 참가

자에게는 5만 원의 참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직종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전국장애

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따른

기능사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구 분
시행

직종수

참가접수 경기 참가 불참

직종 선수 직종 선수 선수 불참율

1999년 17 17 40 17 40 0 0%

2000년 10 10 57 10 57 0 0%

2001년 21 21 73 21 73 0 0%

2002년 21 21 116 21 106 10 8.62%

2003년 19 19 101 19 84 10 9.90%

2004년 20 20 125 20 115 10 8.00%

2005년 25 25 149 25 126 23 15.44%

2006년 19 20 151 19 121 30 19.87%

2007년 18 18 140 18 124 16 11.43%

2008년 23 23 160 23 132 28 17.50%

2009년 16 16 135 16 116 19 14.07%

2010년 17 17 119 17 103 16 13.45%

2011년 18 18 128 18 116 12 9.38%

2012년 17 17 110 16 88 22 20%

2013년 15 15 115 15 101 14 12.1%

2014년 16 16 110 16 100 10 9.0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역대경기현황,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

<표 6> 제주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 및 경기 참가 통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2014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평가회의 자

료」에 따르면 대회의 성과로 기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기능 연

마 기회제공과 취업기회 확대를 꼽았으며, 장애인단체 전체의 화합과 축제의 장

을 마련한 것을 대회 성과로 봤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유형에 맞는, 취업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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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직종수 직종

1 9 9 9

년

총 17

개

목공예, 양장, 기계편물, 한복, 나전칠기, 가구제작, 목공도

장, 인장, 광고미술, 전자기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프로그래

밍, CAD, 스크린인쇄, 제품디자인, 귀금속공예, 수자수

2 0 0 0

년

총 10

개

양장, 기계편물, 한복, 전자기기, 컴퓨터프로그래밍, 워드프

로세서, CAD, 도자기, 귀금속공예, 수자수

2 0 0 1

년

총 21

개

목공예, 양장, 컴퓨터 활용능력, 한복, 나전칠기, 가구제작,

목공도장, 전기기기, 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인장, 광

고미술, 스크린핸드페인팅, 전자기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프

로그래밍, 제품디자인, 컴퓨터수리, 도자기, 귀금속공예, 수자

수

2 0 0 2

년

총 21

개

목공예, 양장, 컴퓨터 활용능력, 한복, 나전칠기, 가구제작,

목공도장, 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인장, 광고미술, 스

크린핸드페인팅, 전자기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전자출판, 제품디자인, 컴퓨터수리, 도자기, 귀금속공예, 수자

수

2 0 0 3

년

총 19

개

목공예, 양장, 컴퓨터 활용능력, 한복, 나전칠기, 가구제작,

목공도장, 인장, 광고미술, 스크린핸드페인팅, 전자기기, 빌보

드광고,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전자출판, 제품디자

인, 컴퓨터수리, 귀금속공예, 웹마스터

2 0 0 4

년

총 20

개

목공예, 컴퓨터 활용능력, 양장, 한복, 가구제작, 목공도장,

제과제빵, 인장, 광고미술, 스크린핸드페인팅, 전자기기, 빌보

드광고,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프로그래밍, 화훼장식, 전자출

판, 컴퓨터수리, 귀금속공예, 수자수, 웹마스터

2 0 0 5

년

총 25

개

목공예, 컴퓨터 활용능력, 양장, 그림-수채화(시범), 한복,

나전칠기, 점역교정, 가구제작, 그림-유화(시범), 제과제빵,

스크린핸드페인팅, 건축제도 CAD, 전자기기, 컴퓨터프로그래

밍, 워드프로세서, 화훼장식, 전자출판, 시각디자인, 컴퓨터수

리, 인테리어디자인, 도자기, 귀금속공예, 그래픽디자인, 수자

수, 웹마스터

<표 7>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역대 직종 현황

이 되는 다양한 직종의 개발 및 폐지와 참가 장려금 때문에 과제수행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 참가, 일부 직종에 편중된 참가 접수로 불참율이 높아 준비에 어려

움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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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6

년

총 19

개

목공예, 컴퓨터 활용능력, 양장, 한복, 나전칠기, 점역교정,

JEWELRY 디자인, 가구제작,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전자

기기, 워드프로세서, 화훼장식, 전자출판, 시각디자인, 컴퓨터

수리, 인테리어디자인, 귀금속공예, 제과제빵(시범), 그림(수

채화+유화), 웹마스터

2007
총 18

개

목공예, 양장, 컴퓨터 활용능력, 한복, 나전칠기, 점역교정,

가구제작, JEWELRY 디자인, 제과제빵, 전자기기, 워드프로

세서, 화훼장식, 전자출판, 시각디자인, 컴퓨터수리, 인테리어

디자인, 귀금속공예, 그림(수채화+유화)

2008
총 23

개

목공예, 양장, 컴퓨터 활용능력, 나전칠기, 한복, 점역교정,

JEWELRY 디자인, 가구제작,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제과

제빵, 전자기기, 워드프로세서, 전자출판, 시각디자인, CNC선

반, 컴퓨터수리, 인테리어디자인, 귀금속공예, 그림(수채화+유

화), 3D 제품디자인, 웹마스터, 화훼장식, 패션디자인

2009
총 16

개

목공예, 컴퓨터 활용능력, 양장, 나전칠기, 가구제작, 점역

교정,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제과제빵, 워드프로세서, 전자

출판, 시각디자인, 컴퓨터수리, 귀금속공예, 그림(수채화+유

화), 웹마스터, 화훼장식

2010
총 17

개

목공예, 양장, 컴퓨터 활용능력, 나전칠기, 한복, 점역교정,

가구제작, 제과제빵, 워드프로세서, 전자출판, 시각디자인, 컴

퓨터수리, 귀금속공예, 그림(수채화+유화), 웹마스터, 화훼장

식, e-스포츠

2011
총 18

개

목공예, 컴퓨터 활용능력, 양장, 나전칠기, 한복, 점역교정,

가구제작, 양복, 제과제빵, 워드프로세서, 전자출판, 시각디자

인, 컴퓨터수리, 인테리어디자인, 귀금속공예, 그림(수채화+유

화), 웹마스터, 화훼장식

2012
총 17

개

목공예, 컴퓨터 활용능력, 양장, 나전칠기, 한복, 점역교정,

가구제작, 양복, 제과제빵, 워드프로세서, 전자출판, 시각디자

인, 컴퓨터수리, 귀금속공예, 그림(수채화+유화), 화훼장식,

e-스포츠

2013 총15개

목공예, 컴퓨터 활용능력, 양장, 나전칠기, 한복, 점역교정,

가구제작, 양복, 제과제빵, 워드프로세서, 전자출판, 시각디자

인, 컴퓨터수리, 그림(수채화+유화), 화훼장식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역대경기현황. 2013.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지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역대 경기현황」에 따르면 2001년 대회부터 2006년도 대회까지 제주도에서 수상

자에게 별도의 상금을 수여했다. 1위 수상자는 대회 상금과 30만 원을 받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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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상자는 대회 상금과 20만 원을, 3위 수상자는 대회 상금과 10만 원의 상금

을 추가로 더 받았다. 그러나 2007년도 대회부터는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추가 상

금이나 물품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가 2012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고, 경기성립 직종의 개수도 전체 34개 직종 중

2014년 16개 직종이 성립되어 나머지 18개 직종에 대해서는 출전 선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후원 현황

지자체 보조금 후원물품

2001년 1위 : 상금 30만원, 2위 : 상금 20만원, 3위 : 상금 10만원 -

2002년 1위 : 상금 30만원, 2위 : 상금 20만원, 3위 : 상금 10만원 -

2003년 1위 : 상금 30만원, 2위 : 상금 20만원, 3위 : 상금 10만원 -

2004년 1위 : 상금 30만원, 2위 : 상금 20만원, 3위 : 상금 10만원 -

2005년 1위 : 상금 30만원, 2위 : 상금 20만원, 3위 : 상금 10만원 -

2006년 1위 : 상금 30만원, 2위 : 상금 20만원, 3위 : 상금 10만원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역대경기현황,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

<표 8>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관련 후원 현황

2)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4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결과집」에 따르면 전

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한

다.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표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2006년부터 대회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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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국 개최도시
시행

직종

한국

선수

종합순위 한국입상 현황

1위 2위 3위 금 은 동 장려

제1회

(1981)
일본 동경 17 17 일본 한국 중국 1 4 5 -

제2회

(1985)
콜롬비아 보고타 12 12 한국 일본 홍콩 3 4 2 -

제3회

(1991)
홍콩 샤틴 33 12 중국 홍콩 한국 6 4 - -

제4회

(1995)
호주 퍼스 32 21 한국 대만 호주 15 3 1 1

제5회

(2000)
체코 프라하 28 20 한국 체코 대만 9 4 2 2

제6회

(2003)
인도 뉴델리 25 30 한국 대만 태국 13 5 2 -

제7회

(2007)
일본 시즈오카 30 25 한국 일본 대만 8 3 2 3

<표 9> 역대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있는데 대회 참가 선수단 인솔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지부에서 맡아 인

솔한다. 전국대회 정규직종 수상자에게는 금상 1,200만 원, 은상 800만 원, 동상

400만 원이 지급되며, 시범직종에는 금상 600만 원, 은상 400만 원, 동상 200만

원이 지급된다. 우승자에게는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

하는 선발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3)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는 1981년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념하

여 장애인의 직업 욕구 촉진과 기능향상, 장애인 직업능력과 사회경제활동의 참

여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기능대회 참여자 간의 국제교류와 친선 도모,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지원확보를 목적으로 제1회 대회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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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2011)
한국 서울 40 79 한국 대만 중국 23 22 15 6

출처 :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개최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번 직종 연번 직종

1 보조기기제작 16 전자기기

2 바구니만들기 17 화훼장식

3 자전거조립 18 가구제작

4 건축제도CAD 19 귀금속공예

5 전자CAD 20 마이크로컨트롤러응용

6 기계제도CAD 21 개인용데이터베이스

7 제과제빵 22 사진-야외

8 캐릭터디자인 23 사진-실내

9 CNC선반 24 시각디자인

10 컴퓨터수리 25 제품디자인

11 컴퓨터프로그래밍 26 실크페인팅

12 요리 27 양복

13 웹마스터 28 목공예

14 전자출판 29 워드프로세서

15 양장    

출처 :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개최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10>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종목 - 직업기능경기

우리나라 참가선수는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직종별 1위

선수들이 선발전을 통해 1～2명 선발한다. 선발된 선수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합숙훈련을 통하여 대회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역대

국제대회에 매회 참가하여 제4회 대회(호주 퍼스 개최) 이후 종합우승 5연패라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기능 한국의 이름을 드높인 바 있다. 국제장애인기능

올림픽대회에 입상자에게는 국가에서 연금이 지급되며, 훈·포장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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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직종 구분 연번 직종 구분

1 크로셰

레저 및 생

활 기능경기

1 데이터처리-기초

직업기능경

기 – 기초

2 자수 2 양장-기초

3 e-스포츠 3 전기기구설비-기초

4 수편물

4 가구제작-기초
5 회화

6 도자기

7 재활용공예

출처 :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개최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11>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직종 – 레저 및 생활기능경기 & 직업기능경기-기초

개최권역 기본직종 특화직종

수도권 데이터입력, 기기조립, 바리스타, 폼아트

<표 12> 2015년도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직종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의 개최 목적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욕구와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

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직업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거운 국제 축제로 개최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지구촌 시

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4)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지적장애인복지회 주관

으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

눠서 시행되는데, 기기조립, 데이터입력, 제과제빵, 봉제 4가지 기본직종과 지역

별 특화직종 2개로 대회를 시행한다. 직종별 금·은·동상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

수여 및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참가자에

게 참가메달 및 참가 장려금 5만 원이 지급된다. 기본직종 금상 입상자에게는 해

당연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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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봉제, 제과제빵

바리스타, 도예

호남권 바리스타, 쇼핑백 제작

중부권 바리스타, 종이공작

출처 :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직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선행연구 고찰

문춘기(2005)가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경험이 있는 선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담당

부서 직원들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직원들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뿐

만 아니라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 연구를 통해 고

용촉진과 직업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보

화 산업과 장애특성에 맞는 직종 신설의 필요성과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사회

인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했다.

김환희·이영선(2012)은 장애인의 직업유지와 관련하여 2012년까지 이루어진 국

내 전문학술지의 문헌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들에 나타난 직업

유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유지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전문학술지를 대상으

로 2012년 5월까지 발표된 직업유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색하여 총 17개 학술

지에서 34편의 논문을 선정한 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들은 연구의 유형과 연구대상,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1차 분석

되었고, 연구에서 다루어진 직업유지 요인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요인별

범주체계에 의해 개인적 요인, 성향의 요인, 교육 관련 경험 요인, 고용 관련 경

험요인, 고용 서비스 관련 경험, 지식/능력/태도, 고용환경 및 조건, 직업 적정성

및 만족도, 사회적 관계 및 지지로 체계화되어 범주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중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사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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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직업유지 요인들을 범주

체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 및 지지에 속하는 요인들이 가장 많은 편

수의 연구들에서 분석되었고,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연구에서 연구 대상

개인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유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광남(2008)은 ‘장애인 직업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으로 가정에서 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부, 또는 전공과를 졸업하기까지 받게

되는 직업교육의 시기가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고 졸업 이후 받게 되는 직업

훈련 기간보다 길어서,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시하여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직업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특수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고, 다양한 현장연구 논문을 참고로 현행 직업교육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부분 현직교사

나 교장, 교감 등 특수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육 행정가들이 작성한 연구논문이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어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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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제주도 거주 장애인 32,989명2) 중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경험자3) 중 1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중순까지 예비 조사하여 문장 등을 수

정하였고,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1인당 10여 분이 소요되었다. 동년 6월 중순

까지 총 130부 설문지를 도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소속 단체 및 시설

로 배포하여 94부를 회수하였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 모집단이 작은 관계로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 소속 단체의 대회담당자 3명과 대회 주관단체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담당자 1명에 대해 2015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사전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미팅 후 확인서 작성 및 취지·질문 요지 설명에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

되었다. 실제 심층면접 녹취분량은 17분에서 40분 정도로, 총 1인당 1시간에서 1

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2. 측정도구

설문 조사지는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개선방향과 견해에 관한 의견

과 교육훈련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응답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춘

기(2005)의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2) 2014년 12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 수, 제주특별자치도

3) 2005년～2014년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총인원 1,314명이고 연평균 인원은 1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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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세부조사 항목 세부조사 내용
설문

문항

지방장애인 기

능경기대회 관

련

지방장애인기능경기

에 관한 일반의식
출전 동기 4

대회 수상경력의 도

움 정도

자신감 5-1

취업 5-2

고용안정 5-3

장애인 관련 대출 5-4

자격증 취득 5-5

대회 개선방향

상금 11-2,3

직종 추가 변경 11-6

대회기간·시간 11-1,8

지적장애인대회 공동개최 11-5

장애인 교육훈

련
교육훈련

전문교육 여부 6

교육기관 형태 6-2

지역 내 교육 수강 여부 6-3

응답자 일반

현황

기본특성

장애유형 17

성별 12

학력 15

연령 13

대회 출전 관련

출전직종 2

출전지역 1

출전횟수 3

취업현황

취업상태 7

직업 9

월수입 16

미취업자의 취업희망 여부 8

<표 13> 설문조사지 구성

심층면접의 면담질문지는 출전선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대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의 현황과 취업연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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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성하였으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운영과 경기종목, 출전선수 지도 및 애

로사항 등에 대하여 구성하였으며 대회 활성화 방안은 대회 인식개선과 개선방

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 제 주요 내용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훈련

도내 직업훈련 기관

취업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대회 목적과 운영

대회 참여 경험

경기 종목

출전선수 지도

수상 인센티브

대회 활성화

대회 인식개선

출전선수(수상) 취업 연계

개선방향

<표 14>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대회 출전

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심층면접에 대한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하는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데,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으로부터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

초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4).

4) 신경림·조명옥·양진향(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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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53 56.4

여자 41 43.6

연령대

10대 미만 1 1.1

20대 7 7.4

30대 21 22.3

40대 32 34.0

50대 18 19.1

60대 이상 15 16.0

장애유형

지체장애 38 40.4

뇌병변장애 13 13.8

시각장애 20 21.3

청각장애 11 11.7

지적장애 10 10.6

기타장애 2 2.1

결혼 상태
미혼 51 54.3

기혼 43 45.7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27 28.7

51～99만 원 17 18.1

100～150만 원 30 31.9

151～200만 원 14 14.9

201～250만 원 5 5.3

251만 원 이상 1 1.1

합계 94 100.0

<표 1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Ⅳ. 연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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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초등졸 이하 2 2.1

중졸 14 14.9

고졸 48 51.1

초대졸 9 9.6

대졸 20 21.3

대학원졸 이상 1 1.1

구분 유형 빈도 퍼센트

출전 경기 직

종

전자기기 1 1.1

컴퓨터수리 2 2.1

e-스포츠 1 1.1

컴퓨터 활용능력 8 8.5

전자출판 11 11.7

양장 2 2.1

그림 6 6.4

한복 6 6.4

가구제작 5 5.3

시각디자인 5 5.3

제과제빵 7 7.4

귀금속공예 2 2.1

목공예 1 1.1

나전칠기 1 1.1

화훼장식 5 5.3

워드프로세서 10 10.6

<표 16> 응답자 출전 경기직종

응답자 중 남자 53명(56.4%), 여자 41명(43.6%)으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연

령대는 40대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38명(40.4%)

이며, 시각장애가 20명(21.3%)으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51명(54.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

150만 원이 30명(3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 원 미만이 27명(28.7%)으

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48명(5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은 20명(21.3%)으

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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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교정 20 21.3

JEWELRY디자인 1 1.1

구분 유형 빈도 퍼센트

출전 횟수

1회 22 23.4

2회 19 20.2

3회 23 24.5

4회 7 7.4

5회 이상 23 24.5

<표 17> 응답자의 대회 출전 횟수

구분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문교육

기관형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

력개발원
4 4.3 8.3

<표 19> 응답자 교육훈련 관련 설문 2

출전 경기직종은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100%가 점역교정 직종에 출전하여서 점

역교정이 20명(2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출판이 11명(11.7%)으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회 출전 횟수는 5회 이상과 3회가 23명(24.5%)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교육훈련

응답자의 교육훈련 관련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빈도 퍼센트

전문교육 경험 여부
예 48 51.1

아니오 46 48.9

<표 18> 응답자 교육훈련 관련 설문 1

전문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8명(51.1%)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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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수학교 직업교

육
9 9.6 18.8

장애인복지관 직업 재활훈

련
23 24.5 47.9

노동부지정 직업훈련시설 2 2.1 4.2

사설학원 2 2.1 4.2

기타 8 8.5 16.7

합계 48 51.1 100.0

시스템 결측값 46 48.9

지역 내 교육

기관 개원 후

교육수강 의

향

전혀 그렇지 않다 2 2.1 4.2

그렇지 않다 4 4.3 8.3

보통이다 10 10.6 20.8

약간 그렇다 13 13.8 27.1

매우 그렇다 19 20.2 39.6

합계 48 51.1 100.0

시스템 결측값 46 48.9

구분 유형 빈도 퍼센트

대회 출전 동기

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 위해 14 14.9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8 19.1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9 9.6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37 39.4

<표 20> 대회 출전 동기

교육을 받았던 전문교육기관 형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 재활훈련이 23명

(24.5%)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47.9%의 유효 퍼센트를 나타냈는데 제주지역

내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제주지역 내 전문 교육기관 개원 후 교육수강 의향을 묻는 말에 19명(20.2%)이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39.6%의 유효 퍼센트를 나타냈는데 전문교

육기관을 개원하면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많은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지 않고 교

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

3)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응답자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에 대한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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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9 9.6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므로 5 5.3

기타 2 2.1

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실력을

알아보

기 위해

참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므로

기타 전체

초등졸이하
1 0 0 0 0 1 0 2

7.1% .0% .0% .0% .0% 20.0% .0% 2.1%

중졸
1 1 1 9 1 0 1 14

7.1% 5.6% 11.1% 24.3% 11.1% .0% 50.0% 14.9%

고졸 9 12 7 11 7 2 0 48

<표 21> 학력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

대회 출전 동기는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가 37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도 19.1%로 나타났다. 지방장애인기능경

기대회 출전 동기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학력, 연령대, 장애정도, 장애유형, 취업상태, 성별이 사용되었다. 각

독립변수에 따른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차분석을 하여

표로 나타냈다.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와 독립변수 간에 교차분석을 분석한 결과

는

▶연구가설 (Research hypothesis) ->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독립변수 간에 차이가 있다.

▶영가설 (Null Hypothesis) ->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독립

변수 간에 차이가 없다.

카이제곱 분석을 한 결과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도 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난 모든 독립변수에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즉, 독립변

수 간에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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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66.7% 77.8% 29.7% 77.8% 40.0% .0% 51.1%

초대졸
1 2 1 5 0 0 0 9

7.1% 11.1% 11.1% 13.5% .0% .0% .0% 9.6%

대졸
2 3 0 12 1 2 0 20

14.3% 16.7% .0% 32.4% 11.1% 40.0% .0% 21.3%

대학원졸이상
0 0 0 0 0 0 1 1

.0% .0% .0% .0% .0% .0% 50.0% 1.1%

전체

14 18 9 37 9 5 2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01, df=30, p<0.000

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므

로

기타 전체

10대

미만

0 0 0 1 0 0 0 1

.0% .0% .0% 2.7% .0% .0% .0% 1.1%

20대
0 0 1 2 3 1 0 7

.0% .0% 11.1% 5.4% 33.3% 20.0% .0% 7.4%

30대
5 4 1 8 2 1 0 21

35.7% 22.2% 11.1% 21.6% 22.2% 20.0% .0% 22.3%

40대
4 9 4 12 0 2 1 32

28.6% 50.0% 44.4% 32.4% .0% 40.0% 50.0% 34.0%

50대
4 4 3 6 0 0 1 18

28.6% 22.2% 33.3% 16.2% .0% .0% 50.0% 19.1%

60대

이상

1 1 0 8 4 1 0 15

7.1% 5.6% .0% 21.6% 44.4% 20.0% .0% 16.0%

전체 14 18 9 37 9 5 2 94

<표 22> 연령대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

먼저 학력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유의도 수준 =0.05보

다 적게 나타나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즉 학력에 따른 지방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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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299, df=30, p<0.232

장애

등급

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실력을

알아보

기 위해

참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므

로

기타 전체

1급
5 6 3 20 6 3 0 43

35.7% 33.3% 33.3% 54.1% 66.7% 60.0% .0% 45.7%

2급
3 6 4 9 3 0 2 27

21.4% 33.3% 44.4% 24.3% 33.3% .0% 100.0% 28.7%

3급
5 5 2 5 0 0 0 17

35.7% 27.8% 22.2% 13.5% .0% .0% .0% 18.1%

4급
0 0 0 2 0 2 0 4

.0% .0% .0% 5.4% .0% 40.0% .0% 4.3%

5급
1 1 0 0 0 0 0 2

7.1% 5.6% .0% .0% .0% .0% .0% 2.1%

6급
0 0 0 1 0 0 0 1

.0% .0% .0% 2.7% .0% .0% .0% 1.1%

전체
14 18 9 37 9 5 2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827, df=30, p<0.108

<표 23> 장애등급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

연령대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유의도 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서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영가설을 채택한다. 즉 연령대에 따른 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장애등급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유의도 수준 =0.05보

다 크게 나타나서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영가설을 채택한다. 즉 장애등급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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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실력을

알아보

기 위해

참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므

로

기타 전체

지체장애
5 12 3 15 1 2 0 38

35.7% 66.7% 33.3% 40.5% 11.1% 40.0% .0% 40.4%

뇌병변장애
1 5 2 3 1 0 1 13

7.1% 27.8% 22.2% 8.1% 11.1% .0% 50.0% 13.8%

시각장애
3 0 0 13 4 0 0 20

21.4% .0% .0% 35.1% 44.4% .0% .0% 21.3%

청각장애
2 1 2 4 0 2 0 11

14.3% 5.6% 22.2% 10.8% .0% 40.0% .0% 11.7%

지적장애
3 0 2 1 3 1 0 10

21.4% .0% 22.2% 2.7% 33.3% 20.0% .0% 10.6%

기타장애
0 0 0 1 0 0 1 2

.0% .0% .0% 2.7% .0% .0% 50.0% 2.1%

전체
14 18 9 37 9 5 2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543, df=30, p<0.000

<표 24> 장애유형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

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

장려금

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므

로

기타 전체

취업상태
8 5 5 12 1 2 1 34

57.1% 27.8% 55.6% 32.4% 11.1% 40.0% 50.0% 36.2%

자영업상태
1 1 1 3 0 1 0 7

7.1% 5.6% 11.1% 8.1% .0% 20.0% .0% 7.4%

미취업상태 4 11 1 15 4 1 1 37

<표 25> 취업현황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

장애유형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유의도 수준 =0.05보

다 적게 나타나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즉 장애유형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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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61.1% 11.1% 40.5% 44.4% 20.0% 50.0% 39.4%

직업훈련중
1 0 1 6 3 1 0 12

7.1% .0% 11.1% 16.2% 33.3% 20.0% .0% 12.8%

재학 중
0 0 1 1 0 0 0 2

.0% .0% 11.1% 2.7% .0% .0% .0% 2.1%

기타
0 1 0 0 1 0 0 2

.0% 5.6% .0% .0% 11.1% .0% .0% 2.1%

전체
14 18 9 37 9 5 2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754, df=30, p<0.531

성별

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

장려금

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므

로

기타 전체

남자
8 9 8 20 5 2 1 53

57.1% 50.0% 88.9% 54.1% 55.6% 40.0% 50.0% 56.4%

여자
6 9 1 17 4 3 1 41

42.9% 50.0% 11.1% 45.9% 44.4% 60.0% 50.0% 43.6%

전체
14 18 9 37 9 5 2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831, df=6, p<0.566

<표 26> 성별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

취업현황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유의도 수준 =0.05보

다 크게 나타나서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영가설을 채택한다. 즉 연령대에 따른 지

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에 따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유의도 수준 =0.05보다 크

게 나타나서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영가설을 채택한다. 즉 성별에 따른 지방장애

인기능경기대회 출전 동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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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매우 도움

자신감 1.1 3.2 25.5 38.3 31.9

취업 3.2 17.0 42.6 28.7 8.5

승진 11.7 24.5 44.7 14.9 4.3

안정자금대출 10.6 29.8 46.8 9.6 3.2

자격증 3.2 14.9 41.5 28.7 11.7

<표 27> 대회 수상의 도움 정도

대회 수상의 도움 정도는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2%를

나타냈으며, 취업에 ‘약간 도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7.2%를 나타냈다.

대회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참가 장려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6.6%를 나

타냈으며 ‘상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72.3%를 나타냈다.

구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기시간 연장 2.1 12.8 40.4 26.6 18.1

참가 장려금 인상 1.1 7.4 14.9 45.7 30.9

상금 인상 1.1 9.6 17.0 38.3 34.0

중증 참가 확대 1.1 3.2 13.8 48.9 33.0

지적대회 공동개최 4.3 19.1 30.9 24.5 21.3

생활직종 개최 4.3 5.3 39.4 38.3 12.8

2위 전국대회 출전 3.2 12.8 34.0 34.0 16.0

대회 기간연장 4.3 23.4 45.7 20.2 6.4

대회의 축제화 3.2 17.0 31.9 36.2 11.7

부대행사 확대 7.4 14.9 40.4 24.5 12.8

<표 28> 대회 개선 방향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와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공동개최에 대한 장애

유형별 응답을 보면 지적장애인은 70%가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자의 45.8%가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와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공동개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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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지체장애
2 10 14 7 5 38

50.0% 55.6% 48.3% 30.4% 25.0% 40.4%

뇌병변장애
2 1 3 2 5 13

50.0% 5.6% 10.3% 8.7% 25.0% 13.8%

시각장애
0 5 8 6 1 20

.0% 27.8% 27.6% 26.1% 5.0% 21.3%

청각장애
0 1 4 4 2 11

.0% 5.6% 13.8% 17.4% 10.0% 11.7%

지적장애
0 0 0 3 7 10

.0% .0% .0% 13.0% 35.0% 10.6%

기타장애
0 1 0 1 0 2

.0% 5.6% .0% 4.3% .0% 2.1%

전체
4 18 29 23 20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167, df=20, p<0.015

<표 29> 장애유형별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공동개최 응답

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장애유형을 사용하

였다. 독립변수에 따른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차분석을

하여 표로 나타냈다.

장애유형에 따른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와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공동

개최에 대한 의견은 유의도 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나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즉 장애유형에 따른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와 지방장애

인 기능경기대회의 공동개최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심층면접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심층면접을 시행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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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별 경력
지방장애인기능대

회 담당 경험
직위 비고

A 여 8년 9회 대리

B 남 10년 3회 사무국장

C 여 5년 5회 대리

D 남 9년 9회 과장

<표 30>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에 근무한 경력이 5년에서 10년이었으며, 대회 담당 경력은 3회에서 9회이다. 심

층면접을 시행한 4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실무담당자이다.

2)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 직업훈련에 관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한 결과 장애 유형 소속단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장애인의 직업훈련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장애인단체인 경우 별도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

수학교나 직업 재활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농아인협회는 장애인 단체라 복지관같이 바리스타 교육 같은 전문교육

이 없어요. 직업훈련을 한다기보단 기능경기대회 일정이 되면 가구제작이나 화훼

장식, 나전칠기 같은 직종에서 심사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디자인이나 

도구를 알아봐 주기도 했어요.” (대상 A)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안마사예요. 훈련기

관으로는 안마사수련원이 가장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예요. 타 지역은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청각이 예민하니깐 피아노조율을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

도 안마사에 치중되어 있어요.” (대상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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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차원의 직업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수학교 전공과나 특수학

급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죠. 훈련기관은 보호작업장, 혜정원작업활동시설이나 

일배움터, 한라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관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

어요. 직업 재활시설이 아닌 경우는 취업과 연계가 힘들죠. 복지관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어요.” (대상 B)

(2) 도내 직업훈련 기관

장애유형별로 전문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달리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는 도내에 전문적인 직업훈련 기관이 없어서 육지부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전문교육을 습득하기 어려워 도내에 교육기관이 개원해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솔직히 제주도 내에 훈련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관련 정보조차 없어서 제주

도농아인협회 담당 직원들이 전화번호를 따고 그래요. 직업훈련비도 참가선수 본

인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화훼장식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싸게 교육을 해준다고 

하지만 참가선수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예요. 그래서 대회 본부 측이나 단체에

서 교육이나 훈련을 해줬으면 했어요. 해마다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그것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기관이나 업체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상 A)

“시각복지관도 직업 재활을 하고 싶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고령이세

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오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
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은 도 외로 나가죠. 육지부의 맹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마수련원에 갈 수도 있고 맹학

교에 전문 과정을 이수해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맹학교에서 교육

을 이수하는 것이 더 전문적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초등과정

까지는 특수학교를 보내지만, 성인이 되고 취직해야 하기 때문에 맹학교를 보내

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중학교 과정부터 육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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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적장애 특성상 육지부에서 교육받기는 많이 힘들죠. 도내에 전문교육기관이 

들어서도 지적장애인은 수요가 많지 않을 거예요. 단순노무직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전문교육이 힘들죠.” (대상 B)

“복지관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춘강에서 하고 있고, 육지 능

력개발센터가 제주에는 없어서 많이 미흡합니다. 제주에도 추후 생겨야 합니다. 
복지관, 춘강 모두 관내 이용자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을 시키는데 많이 미흡하

죠. 순수하게 취업만을 위한 기관은 도내에 전무한 실정이죠. 도내에 장애인 전

문 직업훈련기관이 생긴다면 특수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니즈가 많을 것으로 보

여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단순사무나, 노동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안내 및 체

계적인 훈련을 한다면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개발하고 나은 처우를 대우받을 수 

있어요.” (대상 D)

(3) 취업

장애인들의 취업은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은 단순노동 위

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초콜릿 공장에서 인력을 뽑은 후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

키는 단순노동 등 전문적인 교육 없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교육 없이 현

재 능력이나 상황에 맞는 일을 준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맞춰 직업알선을 합니다. 현상유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봤을 때, 단순노무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직군에 직종에 취업이 필요합니다.” (대상 D)

“대회를 통해 익힌 기술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농아인들의 기능이 

뛰어나서 취직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오해예요. 비장애인 직원들과의 대화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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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해요. 농아인이 취업하게 되면 항

상 수화통역사가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농아인 혼자서 알아서 해요.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화통역사들이 개별 방문해요. 농아인들이 밀집된 근무환경보

다는 혼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해요. 농아인들끼리 근무하다 보면 생산직 같은 경

우에 서로 대화를 하려면 수화를 해야 해요. 그런데 작업장의 감독관은 일하지 

않고 서로 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농아인들끼리 서로 비교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요.” (대상 A)

3)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경기종목, 수상 인센티브, 출전선수 지도와 관

련하여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1) 대회 운영 및 참여 경험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제주도가 후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지

원이 수반되지 않아 차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선수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경쟁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대부분 직종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선수들이 출

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경

쟁을 해야 해요.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지역에는 제과제빵직종에 

특수학교나 시설의 지적장애인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같은 장애유형끼리는 형평

성에 문제가 없지만 2014년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농아인이 출전했어

요. 정말 게임이 되지 않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해요.” (대상 B)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제주도가 후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장

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출전선수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 데 반해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2006년 대회까지는 제주도에서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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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별도의 상금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급되던 상금

이 없어졌어요. 대회장이 도지사여서 일반사회 인식 부분에서 많이 기여하고는 

있습니다. 대회 격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 D)

(2) 경기 종목

대회 경기종목과 관련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목은 없애고 현대사회에서 요

구되는 직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주지역의 전문교육기관 부재로 인하여 참

가 경기종목도 전문적인 종목의 경기는 성립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점역교정 직종에 지원하는 실정이죠. 영어번역은 아직 도내에 실력자

가 없어서 직종이 성립되지 않아요. 점역교정은 취업에 활용되는 것이 매우 한정

적이죠. 점역사로 취직해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옆에서 대신 읽어주기를 바래요. 점자는 계속 써

야 잊어버리지 않는데 안마사분들은 일하다 보면 바빠서 점자를 쓰지 못하다 보

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 C)

“경기종목도 부분 바뀐다고는 하지만 10년 넘게 직종이 똑같아요. 현대 산업사

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직종과는 맞지 않는 직종이 몇 개 있어서 활성화되는 

서비스에 맞는 바리스타 같은 직종이 필요하거나 직종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상 

D)

“갈수록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육지부에는 

CNC나 캐드 같은 전문적인 직종이 성립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가장 컴퓨터 직군에서는 기초적인 직종만 성립되고 있는

데, 도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인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직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대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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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전선수 지도

출전선수의 지도와 관련하여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비를 털어 교육을 받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가선수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각복지관에서는 점자 교육이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어요. 기능경기대회 참가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은 없어요. 그 대회 시즌에만 운영되고 있어요. 점역교정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요. 점자를 배우시는 시각장애인 중에 묵자(한글 문자)를 모

르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서툴러서 많이 힘들어해요. 
점자 교육할 때 애로사항이죠.” (대상 C)

“기능올림픽은 한국에서 선수단을 꾸리게 되면 합숙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

이 이루어집니다. 전국대회 출전선수단도 필요한데 참가선수들이 직장사정이나 

제약이 있겠지만, 협조를 잘하여 훈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교육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훈련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경기도는 지급된다는데 자치단체의 사정이나 예산문제여서, 도에서도 참

가선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이 수반

되는 문제여서 어려울 수 있지만, 기회를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욕구조사나 연구결과가 나오면 예산요구나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상 D)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제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 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과 항공료 등 비용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

아요. 전문적으로 교육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기존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

회에 출전 경험이 있는 분께 술이나 밥을 사면서 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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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상 인센티브

대회 수상 인센티브 관련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타의 대회와 비교하여 금액

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동결되는 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고, 상금이

인상되면 참가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분도 있는데 2005년 이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상금이 동결된 

상태죠. 전국대회는 상금은 인상되었죠. 상금이 인상되면 참가자들에게 동기부여

도 되고 참가자 숫자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직장인들의 경우 

주 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연습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상금이 많지 

않아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다는 농아인도 많아요.” (대상 A)

“대회 상금이 10여 년간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적다고 느

끼지는 않아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여타의 다른 대회 상

금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깐 체감하는 금액도 낮지 않아요. 
상금을 올리면 참가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역교정을 잘하시는 분인

데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해서 1등하고 상금 받는 것보다는 대회 준비하

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느니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상 C)

“지방대회 수상자 상금이 10년 넘게 동결된 상태죠. 상금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이 필요해요. 참가선수들에게 동기 부여할 수 있었으면 

해요.” (대상 D)

4) 대회 활성화

(1) 대회 인식개선

대회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부스 운영과 식전공연 등을 통한 대회의 축제화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경기장을 넓은 공간에 섹터별로 구분해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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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많은 참관자가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대회 인식개선에 효

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대회를 후

원하는 지자체에서 전국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훈련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국대회 성적도 많이 좋아질 텐데. 그리고 지방대회도 전국대회처럼 한 

경기장에서 치렀으면 해요. 체육관이나 컨벤션센터와 같이 넓은 공간에 섹터별로 

구분해서 경기장이 설치되고, 참관자들이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으면 해요.” (대상 A)

“대회의 축제화, 식전공연 등 예산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

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호응이 클 것이죠.” (대상 C)

“대회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면 해요.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 제빵사들이 와서 시

식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으면 호응도 좋을 것 같아요. 대회 기간이 3일인데 

축제 분위기로 진행하면 개회식이나 폐회식 때 참가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달랑 

식만 거행하기 때문에 대회식 참가자들도 줄고 관심도 떨어지죠. 이벤트가 필요

해요.” (대상 A)

(2) 취업 연계

수상자의 취업연계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상자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

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상자도 지방대회 금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직업

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태반이라 장기적으로 수상자들이 경험이나 능력을 살려서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게 관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 그렇지만 공단 기타 

많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요. 네트워킹해서 유기적으로 수상자가 취업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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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죠.” (대상 D)

(3) 개선 방안

대회 개선방안으로 제주지역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권역별로 치러지는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를 17개 광

역시·도에서 치르면 지적장애인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는 권역별로 치러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호남권대회

에 출전해야 하죠. 선수단이 출전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소속단체나 학교

에서는 그 비용이 없어서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를 포기해요. 그래서 지방장애

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은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를 권역

별로 치르지 말고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처럼 17개 광역시·도 대회로 치렀으

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지적장애인이 출전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죠.” (대상 B)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이 신설되든가 아니면 지적장애인대회를 광

역시·도에서 치러줬으면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특화직종에 대하여 특수학교나 특

수반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지적장애인들의 

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직업 재활교육도 이루어져 일거양득이 되겠죠.” (대
상 B)

대회 담당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나 수당도 없이 사명감 하나

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견이었다.

“농아인 선수들이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기능경기대회 관련 교육이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협회 직원들은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을 

내서 수화통역을 해줘요. 담당 직원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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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죠. 내가 맡은 담당 업무이다 보니 그

냥 해요.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시설담당자들에게도 

포상한다거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감독, 코치수당을 주는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없어요. 참 아쉽죠.” (대상 A)

“대회 담당이 되면 업무가 과중하게 돼요. 선수관리위원이라고 하나 별도의 수

당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 하나로 업무를 처리해요. 많은 고생을 하는 

출전선수 소속 단체시설의 담당자에게 수당은 주면 좋겠어요.” (대상 C)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지부에 인건비가 없어서 대회

를 개최하는 동기부여가 힘들어요. 전국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고용안

정협회를 겸해서 대회를 이끌다 보니 장애인고용안정협회를 언제까지 이끌 것인

지,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하죠.” (대상 D)

3. 요약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응답자 중 남자 53명(56.4%), 여자 41명

(43.6%)으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38명(40.4%)이며, 시각장애가 20명(21.3%)으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51명(54.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

150만 원이 30명(3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 원 미만이 27명(28.7%)으

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48명(5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은 20명(21.3%)으

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출전 경기직종은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100%가 점역

교정 직종에 출전하여서 점역교정이 20명(2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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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판이 11명(11.7%)으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교육훈련과 관련한 설문에는 전문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8

명(51.1%)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을 받았던 전문교육기관 형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 재활훈련이 23명(24.5%)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47.9%의 유효 퍼센트를

나타냈다.

제주지역 내 전문 교육기관 개원 후 교육수강 의향을 묻는 말에 19명(20.2%)이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39.6%의 유효 퍼센트를 나타냈다. 대회 출

전 동기는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가 37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

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도 19.1% 나타냈다.

셋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수상의 도움 정도는 자신감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2%를 나타냈으며, 취업에 약간 도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7.2%를 나타냈다. 대회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참가 장려금

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6.6%를 나타냈으며 ‘상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72.3%를 나타냈다.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와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공동개최에 대한 장애

유형별 응답을 보면 지적장애유형은 70%가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

답자의 45.8%가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층면접을

시행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한 경

력이 5년에서 10년이었으며, 대회 담당 경력은 3회에서 9회이다. 심층면접을 시

행한 4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실

무담당자이다.

첫째,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내 직업훈련기관의 실태에 대한

응답은 장애인단체인 경우 별도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수학교나 직업

재활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전문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달리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도내에 전문적인 직업훈련 기관이 없어서 육지부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지

적장애인의 경우는 전문교육을 습득하기 어려워 도내에 교육기관이 개원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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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둘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회 운영과 관련

하여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제주도가 후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예

산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차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내놓았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선수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경쟁에 대한 형

평성 논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대회 경기종목과 관련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목은 없애고 현대사회에서 요

구되는 직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주지역의 전문교육기관 부재로 인하여 참

가 경기종목도 전문적인 종목의 경기는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출전선수의 지도와 관련하여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비를 털어 교육을 받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가선수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회 수상 인센티브 관련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타의 대

회와 비교하여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동결된 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고, 상금이 인상되면 참가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

다.

셋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회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부스 운영과 식전공연 등을 통한 대회의 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

았고, 경기장을 넓은 공간에 섹터별로 구분해서 설치하면 많은 참관자가 선수들

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대회 인식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

상자의 취업연계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상자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회 개선방안으로 제주지역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여가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4개의 권역별로 치러지는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를 17개 광역시·도에서 치르면 지적장애인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을 제

시했으며, 대회 담당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나 수당도 없이 사명

감 하나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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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장애인에게 직업교육과 재활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 불가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에게 동기부여

및 목표설정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는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기

능 존중 풍토 조성과 사회 일반의 인식 제고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

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써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제주지역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가 2012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고,

경기성립 직종의 개수도 전체 34개 직종 중 2014년 16개 직종이 성립되어 나머

지 18개 직종에 대해서는 출전 선수가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

원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 거주 장애인 중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모집단이 적

은 관계로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소속 단체의 대회 담당자 3명

과 대회 주관단체의 담당자 1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조사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내 전문 직업훈련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학교나 직업 재활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내에 장애인을 위한 전문 교

육시설이 개원하면 많은 장애인이 직업교육을 받아 보다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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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회 경기종목과

관련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목은 없애고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출전선수의 지도와 관련하여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비를

털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가선수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의 전문교육기관 부재로 인

하여 참가 경기종목도 전문적인 종목의 경기는 성립되지 않고 있다. 대회 수상

상금도 10년 이상 동결된 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고, 상금이 인상되면 대회 참

가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회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부스 운영과 식전공연 등을 통한 대회의 축제화가 필요하고, 경기장을 넓은

공간에 섹터별로 구분해서 설치하면 많은 참관자가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대회 인식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수상자의 취업연계는 관

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상자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넷째, 대회 개선방안으로 제주지역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4개의 권역별로 치러지는 지적장애인 기능경진

대회를 17개 광역시·도에서 치르면 지적장애인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

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회 담당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하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의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의 확충

으로 많은 장애인이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능력개발원이 제주지역에도 개원하거나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에 장

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전문교육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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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직종에 출전 가능한 선수를

육성하여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장애

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직종에 취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회 수상 상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10년 이상 동결된 지방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상금을 물가상승분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해야 한다. 전국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상금은 2012년도 대회부터 상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 만큼 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상금도 인상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는 대회 참가자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대회의 수준을 높이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까지 제주도 장

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수상자에게 수여된 지자체 별도의 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경기도 지역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상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어서 지자체 간

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는 제주특

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

전선수의 훈련비 지급이 필요하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

단의 훈련비는 지급하는 데 반하여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에는 별도의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이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어 제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참가선수단에 훈련비를 지급해야 한다.

넷째,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의 17개 광역시·도 개최가 이루어져야 한다. 4개

의 권역별로 치러지는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는 항공료, 숙박비 등 많은 경비

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주지역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17개 광역시·도 개최가 절실하다. 지적장애인 기능경진

대회를 17개 광역시·도에서 개최하여 지적장애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적장애인

들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담당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대회본부에서는 별

도의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각 시설 및 단체의 담당자들은 사명감 하

나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수당 등을 지급하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적

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첫째, 연구지역을 제주지역으로 국한함으로써 지역적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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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둘째, 제주지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의 단체 및 시설의 담당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담당자에게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현황을 파악

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 자료에 근거한 제언을 함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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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alvanizing The

Disabled’s Skills Competition Within

Jeju

Jong-ho Byeon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wanhun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some suggestions of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Jeju by figuring out how well the DSC(Disabled’s Skills

Competition) has run so far, and by seeking ideas to galvanize the

DSC(Disabled’s Skills Competition) with care and professionalism in the

future.

Survey methodology

This survey was conducted in person within Jeju among the former

participants, 3 organizing managers, and an official authorizer with significant

involvement in the DSC.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First, no current vocational institute for job training in Jeju has given a

class of occupation to the Disabled. Second, when it comes to the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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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opular and uncompetitive competing job category need to be removed from

the competition to include a new modern type of job category, which a

number of the former participants have already requested, and sorts of

increas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ought to be made to

encourage participants, who have spent their own money during the

competition. Third, to invigorate the DSC, the official organizers and the

related authorizers are required to operate a booth for attracting a better

public recognition. In addition, a newly developed network system of

employment would make it easier for a prize winner to get a job. Fourth,

while having trouble participating the annual skills competi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constantly demanded that the skills competi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even be held at

the 17 cities including Jeju other than it is at the 4 current regional groups.

Finally, a sort of more special personnel expense or extra allowances can

help contribute the organizers and authorizers to accomplish the job of all the

competitions with more responsibility and activeness. Based on the above

consequences of this study, such suggestions are strongly made to revitalize

the overall the DSC in Jeju.

keyword : The Disabled, The Disabled’s Skills Competition, Disabled person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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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설문조사지 양식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양식

부록 3. 연구 참여자 기초자료 조사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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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지 양식

ID□□□□

제주지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변종호입니다.

이 설문지는 제주지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실태를 파악하여 정

책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의 신상이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리

오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

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연구자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변 종 호

( Tel : 010-2691-3653 / E-mail: hyewall@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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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C선반 10 컴퓨터활용능력 19 한복 27 목공예

2 전자기기 11 웹마스터 20 가구제작 28 나전칠기

3 컴퓨터수리 12 전자출판 21 시각디자인 29 화훼장식

4 전산응용기계제도(CAD) 13 양복 22 제과제빵 30 워드프로세서

5 컴퓨터프로그래밍 14 양장 23 귀금속공예 31 점역교정

6 3D 제품디자인 15 인테리어디자인 24 PCB 설계 32 JEWELRY 디자인

7 건축제도CAD 16 보석가공 25 패션디자인 33 치과기공

8 번역 17 게임그래픽디자인 26 자전거조립 34 보조기기제작

9 e-스포츠 18 그림 35 기타( )

* 각 문항을 읽으시고 답변해 해주시 바랍니다.

■ 다음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셨던 지역은?

① 제주( ) ② 제주 이외 지역 ( )

2. 귀하께서 출전경험이 있는 경기 직종은 무엇입니까?( )

3. 귀하께서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몇 번 출전하셨습니까?

① 1회 ( ) ② 2회 (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4. 귀하께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신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대회 우승 상금을 받기위해 ②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④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⑤ 참가 장려금을 받기위해 ⑥ 자격증취득에 용이하므로

⑦ 기타( )

5. 귀하께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수상경력이 있거나, 수상한다면 귀하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거나, 도움이 될지 각 항목에 답변바랍니다.

번호 정 도
항 목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⑤ 매우 도움

5-1 자신감

5-2 취업

5-3 승진, 임금인상 등 고용
안정

5-4 직업생활안정자금 등 
장애인 관련 대출

5-5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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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귀하의 출전 종목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예 ( ) -> 6-1문항으로 ②아니오( ) -> 7번 문항으로

6-1. 귀하께서 전문교육은 받은 지역은?

① 제주( ) ② 제주 이외 지역 ( )

6-2. 귀하께서 전문교육을 받은 교육기관의 형태는?

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②교육부의 특수학교 직업교육
➂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훈련 ➃노동부지정 직업훈련시설
➄사설 학원 ➅기타( )

6-3. 귀하께서 제주도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① 제주지역 전문교육기관이 없어서 ② 특정교육기관을 선호해서
③ 거주지 때문에 ④ 기타

6-4. 귀하께서는 제주도내 지역에 전문교육기관이 개원하면 그 곳에서 교육을 받

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다음은 취업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7. 귀하의 취업현황은?

( ③번 응답자는 8번 문항으로, ③번 응답자 외에는 9번 문항으로)

① 취업상태 ( ) ② 자영업 상태 ( ) ③ 미취업상태( )
④ 직업훈련 중( ) ⑤ 재학 중( ) ⑥ 기타( )

8. 귀하께서 미취업상태라면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① 취업희망( ) ② 자영업 희망( ) ③희망하지않음( ) ④ 기타( )

9. 귀하께서 취업이나 자영업 중이시거나 일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①경영, 관리직 ( ) ② 전문직 ( ) ③ 공무원 ( ) ④ 생산기능직( )

⑤ 자영업( ) ⑥서비스, 영업직 ( ) ⑦ 전문기술직( ) ⑧기타( )

10.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재학)이나 과거 하셨던 일이 기능대회 출전직종

과 관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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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선방향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번호 정 도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② 
그렇지 

아니하다
③ 보통 ④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1 경기시간을 늘려야한다

11-2 참가 장려금을 늘려야한다

11-3 상금을 늘려야한다

11-4 중증장애인 참가를 늘려야한다

11-5
지적장애인대회를 같이 치러야한
다

11-6
한지공예 등 생활기능중심 직종
을 포함시켜야한다.

11-7
은상 수상자에게도 전국대회 출
전 자격 부여

11-8 대회기간을 늘려야한다

11-9 대회를 축제로 치러야한다

11-10 부대행사를 늘려야한다

(기타 개선방향)

■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 ) ② 여성( )

1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1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 ) ② 기혼( )

15. 귀하의 학력수준은?

① 초등졸 이하( ) ② 중졸( ) ③ 고졸( )
④ 초대졸( ) ⑤ 대졸( ) ⑥대학원졸 이상( )

16.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50만원 미만 ( ) ② 51～99만원 ( ) ③ 100～150만원( )
④ 151～200만원 ( ) ⑤ 201～250만원( ) ⑥ 251만원 이상( )

17. 귀하의 장애유형과 등급은? ( 장애 급)

18. 장애 발생 년도는 언제인가요?( 년 월)

귀하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하며,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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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 변종호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연락처 : 010-2691-3653

이메일 : hyewall@hanmail.net

 이 연구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를 지도 또는 인솔한 경험

이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실태를 파악하여 정

책개선책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될 것이며, 녹음 자료 등은 연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는 연구에 자발적 의지로 참여

할 뿐 아니라, 인터뷰 녹음과 기록을 허락합니다. 참여자는 연구 참

여기간 동안 응답을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거부할 수 있으며, 참여

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

연   구  자                          (서명)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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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 기초 자료 조사지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여 기관·단체 담당자 심층면접>

성별 남 / 여 연령

근무처 경력

근무형태

참가대상자

대회 참가 경험

대회 참가 횟수

대회 참가 종목

<면담조사 질문구성>

주 제 주요 내용

1. 장애인 직업훈련

- 직업훈련

- 도내 직업훈련 기관

- 취업

2.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대회 목적과 운영

- 대회 참여 경험

- 경기 종목

- 출전선수 지도

- 수상 인센티브

3. 대회 활성화

- 대회 인식개선

- 출전선수(수상) 취업 연계

-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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