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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함께 찾아요
- 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합동컨설팅 개최
- 15개 공공기관 참여해 장애인고용 위한 해법 모색
-‘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져
“다른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해법을 찾으니 장애인
고용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은 8월 18일(목) 10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합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기관의 인사담당자 24명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 컨설팅은 ‘어둠 속의 대화’ 체험,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사례
공유,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로드
마스터의 안내에 따라 100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체험하는
‘어둠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진행한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은 일방향적 강의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기관의
참가자들은 조를 이뤄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이유, 장애인 고용방안을 주제로
정하고 저마다 의견을 제시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는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고용 해법을 논의하니 직접 컨설턴트가 된 느낌”이라며 “‘우영우’
드라마가 인기인데,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1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은 담당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컨설팅,
유형이 비슷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합동 컨설팅으로 나뉘며,
이날 컨설팅은 합동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컨설팅은 8월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 51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공단 양수정 고용컨설팅센터장은 “이번 공공기관 합동컨설팅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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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합동컨설팅에 참석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이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
숍에서 장애인고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진행된 컨설팅 현장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