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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행사 참석 주요 내외빈

휴

행사장 정리 및 휴식

식

제2부 : 장애인 당사자 관광차별 사례 발표 (14:15~14:45)
14:15~14:45

주제 : 장애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의 관광차별 사례 발표
발표 1 :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움)
발표 2 : 김현아 미국변호사(주. 마크로젠)
발표 3 : 서유랑 이사(한국농아청년회 국제이사)

제3부 : 발제 및 토론 (14:45~17:00)
14:45~17:00

주제 :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좌장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직무대리
발제 1 :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장)
관광활동에서 장애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방향
발제 2 : 김인순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방안
토 론 : 조아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토 론 : 송창헌 사무국장(제주관광약자접근성센터)
토 론 : 강인철 회장(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토 론 : 김상범 센터장(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토 론 : 정호균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17:00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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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직무대리

조형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직무대리 조형석입니다.

먼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인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장애인 관광
활동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완 대표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들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제주도의회
김희현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발
제 및 토론, 사례 발표 요청 등을 기꺼이 수락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사례 발표자 등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관광유람선에 장애
인 탑승편의시설 미설치, 숙박시설에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거부, 지역축제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식
당 운영 등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다양한 진정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일부 진정은 장애
인차별금지법상 관광활동에 관한 차별금지 규정 미비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
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
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당초
국가 및 지자체로만 규정되었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에 관광사업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 직접차별 금지만
을 규정하고 있던 개정안에 대해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규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3월부터 시행
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장애인에게 관광지에 대한 정보안내 및 보조인력의 안
내 등 매우 간단한 수준의 편의제공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시행시기 마저도 2025년
및 203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및 그 수준이 매
우 미흡한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
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활동 관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령 등 관련법령에 입법화되기까지는 이해관계자인 관광사업자 및 관계 기관들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토론회에 매우 큰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
령 등의 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또한 내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광주지역 인권강사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발제자 및 토론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성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바로 여행, 관광일
것입니다.
빠른 세계화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고,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을 체험할 수 있어 견문을 넓히기에도 그만입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관광객은 600여만 명에서 1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워라벨, 킨포크라이프 등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만나 제주 관
광의 발전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관광산업이 크게 와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난 보건사회 연구원(2008)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선호 여가 1위(38%)가 ‘여행’으
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실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조금 더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
나고, 장을 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여가의 최대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과 복지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접
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빈약한 내용과 규정 미
이행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정책적인 문제점은 무
엇인지, 정당한 편의제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의논해보는 자리입니다.

장애인복지의 발전으로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는 늘어났지만, 높아져만 가는 장애인들의
관광욕구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주진 못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의 관광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장애인들의 관광욕구
에 대한 갈등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입니다.

어느새 산야에는 고운 가을빛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지난여름의 폭염과 태풍, 폭우의 시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빛을 만들
어 낸 것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연의 순리처럼 장애를 극복하여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희망 중의 하나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관광을 위한 ‘장애인 관광활동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논의’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완 대표님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조형석 차별시정국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장과 주제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
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명이 넘지만 여행 경험이 있는 장애
인의 비율은 9.8%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 아닌 가까운 집밖조차도 도로환경이 위험하고, 관광지는 물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어떻게 해야 장애인들이 여행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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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휠체어 사용자의 관광 경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움

휠체어 사용자의 관광 경험

1. 발표자에 대하여
대학 4학년 때인 1999년 중도 장애를 입었습니다.
2002년경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여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저는
신림동 고시촌을 알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같은 해부터 한국의
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의료사고분쟁해결기관에서 근무하다 2017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2018년에는 법무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중도 장애 후 서울을 벗어난 여행을 한 경험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2009년 1박2일
로 속초여행을, 2010년 2박3일로 제주 여행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장애를 갖기 이전에
도 여행을 많이 안 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기본적으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적인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분명 휠체어를 타고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라는 경험도 은둔 경향을 만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기에 저는 8년 전 이 곳 제주도를 여행한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추가로 짧게 장애인객실 투숙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 가을 2박3일의 제주도 여행
사법연수원 1년차 2학기에는 각 반 별로 수학여행을 갑니다(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에는 한 반에 대략 70명 정도로 14반이 있었습니다).
각 반의 반장(보통, 한 반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반장이 됩니다)은 3일간의 여
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보통은 제주도를 많이 가고 게다가 제가 속
해 있던 반의 반장님은 제주도 출신이시라 우리 반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저로 인하여 모든 일정이 틀어질 것 같아 처음에는 수학여행에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반장님께서는 ‘아는 친구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시고 다른 연수
생들도 ‘불편해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하여 나름으로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제주도 수
학여행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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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친구가 있으니 함께 가자’는 부분에서 추측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저는 반장님
친구 분의 도움을 받아 다른 연수생들이 소화하는 일정과는 많은 부분 무관하게 별개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당시 매일 다른 연수생 1∼2명이 돌아가며 저와 함께 움직였습
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갈 때 진에어를 이용하였는데, 제주도에서 내릴 때 활주로 중앙에
내려줘 이동식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남자 연수생과
스튜어드 총 4명이 한 계단 한 계단 조심히 저를 들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 PPT 제작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진을 첨부합니다.

출처 : https://www.dailymail.co.uk/travel/article613516/TheCraftyTravellerWillnewlawsreally
helpwheelchairjetsetters.html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활주로의 이동식 계단은 절벽을 내려가는 느낌이 듭
니다. 물론, 저를 들고 내려갔던 4명도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숙소로 정해진 곳은 ‘제주도 라마다 호텔’이었습니다. 반장님께서는 2인 객실을
2명이 사용하도록 하셨으나 제게는 2인 객실을 혼자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런데, 문제는 호텔 객실에 있었습니다. 장애인 객실이 아닌 일반 객실이었기에 변기로 이
동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도구도 없었으며 샤워 부스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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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에 가서 ‘휠체어 타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런 객실은 거의 없다’고 하여 ‘거의 없는 거면 있기는 한 거냐?’ 했더니 ‘우리 호텔엔
그런 객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2박 3일 동안 목욕은 하지 못했으며 용변은
호텔 1층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며 해결했습니다.
저의 일정 대부분은 드라이브였고, 다소 내려서 움직이기 편한 곳에서는 일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가 갔던 곳 중 하나가 ‘성 이시돌 목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불편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갈 일이 없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
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산책로였는데,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어 불편
하게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별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다른 연수생들은 한라산 등반, 마라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음식점들은 좁은 입구에 한두개의 계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다른 일행이
없었다면 제주도의 갈치회와 고등어회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정을 마치고 제주도에서 서울을 올라올 때에도 진에어를 이용했는데, 그 때는 다행히
큰 불편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고 전인 1995년에 제주도를 가보고 15년 만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었기에 분명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나, 당시 제 마음의 다른 한 편에는 함께 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담감, 장애로 인한 많은 제약에 대한 아쉬움 등이 있
었습니다.
8년 전의 경험이기에 그 사이 많은 것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당시 저의 경험과
그 경험이 주는 심리적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장 뚜렷하게 남은 기억이 호텔 객실 문제였기에 그에 관한 얘기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3년 전 쯤에 집 수리 문제로 2일 정도 서울에 있는 호텔에 투
숙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의 경험 덕에 저는 장애인 객실이 마련되어
있는 호텔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장애인객실이 있는 ‘롯데시티호텔 명동’에 투숙하게 되
었습니다. 객실 화장실을 보니 다행히 변기를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샤워시설에 있었습니다. 당시 객실에는 욕조가 아닌 접이식샤워의자가 벽에 붙어 있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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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jumsun.co.kr/skin_build61/product_zoom.php?goods_data=aWR4PTM2JnN0YXJ0UGFnZT0wJmx
pc3RObz0xMiZ0YWJsZT1yZWRfZ29vZHMmcGFnZV9pZHg9Njkmc2VhcmNoX2l0ZW09

샤워를 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접이식샤워의자로 옮겨 앉는 순가 ‘빠직∼’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바로 휠체어로 옮겨 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호텔에 투숙한 이틀 동안 샤워는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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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시각장애인 당사자 관광차별 사례 및
관련 시정 사항

김현아 미국변호사
주. 마크로젠

시각장애인 당사자 관광차별 사례 및 관련 시정 사항

Ⅰ. 들어가는 말
나는 여행을 무척 좋아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 및 친구들과 많은 여행을 다닌 덕분에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에는 거의 다 가보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방학동안 여러
번 여행을 다니곤 했다. 하지만, 나의 장애로 인해 즐거워야할 여행이 힘든 시간이 될
때도 있었고, 되도록이면 가지 않게 되는 장소도 있으며, 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되는 한
국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안타까웠던 적도 많았다.
이러한 나에게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에 있어서의 장애인
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이 신설.시행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
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관광지 접근에 관한 정보
및 보조인력 이용 안내 등 간단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관광시설 접근성 및 구체적인
편의 제공 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실질적 관광 접근권이 보장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제1항 다.에서는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
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
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조금
이나마 이바지하고자 나는 이 발제문에 시각장애인당사자로서 내가 그동안 경험한 사례
들과 이와 관련하여 시정되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 발제문에 수록된
내용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관광관련 차별사례 및 관련 시정 사항
1.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많은 관광 관련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거의 모든 정보를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 얻고, 관련 티케팅
도 할인을 많이 해주는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 하게 되며, 여행중 길을 찾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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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본다. 그러다 보니,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이 없는 여행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장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측은 하지 않게 된다.
1년전 쯤 나는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리
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약 및 티케팅을 하기로 했다.
웹사이트에는 정보들이 많아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웹사이트로 할인
을 받으며 필요한 예약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생각보다 관련 웹사이
트나 모바일앱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할인은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으로 예약할 때에만 적용되었기에, 거의 모든 예약은 결국 비장애인인 친구가 하게 되
었다.
관광 관련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접근성 개선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유람선 타기 전의 아찔한 경험
몇년 전 한 관광지에서 유람선을 타기 위해 아버지와 손을 잡고 유람선과 육지 사이에
연결된 짧은 다리를 건널 때였다. 승무원이 갑자기 ‘손 놓고 한 줄로 가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버지와 내가 잡은 손을 세게 치며 미는 것이었다. 다리가 좁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여서 불안해하던 나는 순간, 깜짝 놀라 하마터면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 했다. 다행히 다리에서 미끄러 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
순간이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에게 그 승무원은 ‘그래도 손은 놓고 가야 한다’고 여러 번 소리쳤다.
상황을 보니, 매표소에서 티케팅을 할 때 시각장애 1급임을 복지카드로 증명하고 장애
인할인을 받았지만, 시각장애인이 유람선에 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표소 직원과 승무
원 사이에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승무원은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흔들리는 좁은 다리 위에서 혼자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앞으로는 유람선 승무원과 같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장애인들도 좀 더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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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이 크고 첨단기술이 도입될수록 낮아지는 관광 숙박업소의 시설접근성
최근에 지어진 콘도미니엄, 팬션,비즈니스 호텔들은 엘리베이터 및 도어락에서부터 전등
을 켜고 끄는 것은 물론 냉난방시설에 이르기 까지 터치패드를 설치해 놓은 곳이 많다. 또한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상행.하행버튼은 하나만 두어
서 버튼을 누른 후 어느 쪽 엘리베이터가 먼저 올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다. 객실
내에 있는 전자제품 등에도 터치패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숙박시설 이용 관련 안내문도 웹
사이트에 텍스트로 제공되기 보다는 이미지나 일반적인 인쇄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이 개선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이 한층 더 편
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4. 화면해설이 있는 공연이나 영화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특정 시간에
제한적으로 상영
시각장애인들은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 청각이나 상황 인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각
적인 요소를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화면해설 서비스가 제공되면 공연이나 영화를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공연이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특정 시간(대부분 주중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에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상영되는 때를 맞추어 공연장이나 영화관에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
이 이렇다 보니 나는 한국에서 공연장이나 영화관에 가서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장애인들을
모아 마치 자선 이벤트처럼 관람을 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뉴욕에 갔을 때였다. 관광을 하다 세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많은 영화에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데다 상영시간도 다양해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영화관에 가서 화면해설을 들으며 영화를 볼
수 있었다. 화면해설을 제공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아니었다. 매표소에서 티케
팅을 할 때 화면해설 표시가 있는 영화를 선택하고 시각장애인용 해드셋을 받아 영화를
볼 때 착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큰 공연에서부터 박물관 내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있다. 이러한 볼거리들을 시각장애인들도 해드셋을 착
용하고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들의 공연과 영화에 대한 관심
과 흥미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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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나 점자로는 잘 제공되지 않는 관광 음식점 매뉴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은 만큼 그 곳에서 유명한 음식점도 많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고싶은 장소에 있는 맛집을 찾아 먹고 싶은 매뉴를 고르는 것은 여행에서 빼놓
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유명 관광지에 있는 음식점
에서 원하는 매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제주도, 울릉도, 전주 한옥마을 등 많은 유명 관광지를 여행했지만, 서울에 있는
일부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점자매뉴판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웹사이트들도 대부분 매뉴
판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로 업로드한 곳이 많아서 이미지를 글자로 변환해 주는 스
크린리더가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동행인의 도움 없이는 현대인의 만능 필수품이라
고 일컬어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음식점 매뉴판을 직접 살펴보고 매뉴를 고를 기
회는 거의 없었다. 동네 중국음식이나 샌드위치 가게, 카페들까지도 대부분 매뉴를 시각
장애인도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소개해 놓아서 혼자서도 먹고 싶은
매뉴를 고르고 주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미국에서와는 상황이 많이 다
른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음식점 매뉴를 제공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관광 명소에 있는 맛집에서 직접 매뉴를 고를 수 있는 즐거
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6. 잘 가지 않게 되는 대표적인 장소: 박물관
관광지에 가면 박물관이 참 많다.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비교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이 잘 제공되는 큰 박물관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특정 인물 관련 전
시를 하는 등 규모가 작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들이 더 많은
편이다. 사실, 여러 물건이 다채롭게 전시된 박물관은 미술관과 더불어 내가 여행을 갈
때 잘 가지 않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전시된 물건과 그 관련 설명들을 보지 못하는 나에
게 박물관에서의 시간은 동행한 누군가에게 계속 설명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어서 불편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시각장애인들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 관람을 위해 홍
콩의 한 사진작가가 개발.제작한 ‘촉각 음성 상호작용 전시회’를 관람하게 되었다. 그 곳
에 전시된 작품은 원작에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지고 음성을 들으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더해진 것이어서 관람이 무척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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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및 촉각자료 지원 등으로 시각장애인
의 박물관 전시 관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7. 장애인은 추가 서비스 대상?
몇 달 전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였다. 혼자 하는 여행이었기에 게이트까지 안내를
부탁하면서 혹시 가는 길에 면세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인도받아서 가도 될지 항공사 직
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저희는 없는 시간 쪼개어 가며 고객님께 추가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주문하신 물건은 취소해 주셔야 겠네요.”
직원은 짜증섞인 말투로 비행기 출발시간 전에 어서 물건을 취소하셔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는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때에도 한 번도 경험
하지 않은 일이어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때 그 직원에게 나는 아마도 항공사를 이용하
는 한 명의 일반적인 승객이 아닌 추가서비스 제공 대상이었던 듯하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나는 장애인을 ‘추가 서비스 제공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소비자’
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
다. 공익캠페인 수행 등도 이러한 인식개선을 돕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는 한국에서도 장애인이 관광산업의 ‘소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Ⅲ. 마치는 말
이상과 같이 나의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관광관련 차별사례’ 및 이와 관련하여 시
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발제문에 제시된 나의 경험은 시각장애인
들이 겪어온 수많은 차별사례들 중 극히 일부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 유형별 정
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방법 및 그 시행시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및
관련 내용 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토론회와 그에 뒤이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 및 관련 정책의 시정 등으로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지원을 받으며 부당한 차별
없이 보통의 관광객 중 한명이 되어 좀 더 편안히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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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청각장애인 당사자 관광차별 사례

서유랑 이사
한국농아청년회 국제이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관광차별 사례

안녕하세요. 서유랑입니다. 농인 대표로 관광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농인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겪었
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교통 편에 있어 항상 부딪히는 점이 음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송 안내
혹은 기사님의 설명으로 인해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비행기 내에서 정보 단절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지하철 경우 사고, 지연 등 안내 방송을 못 들어서 상황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덧붙여 지하철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일에 대한 사례도 있는데
가끔씩 역무원이 복지카드를 보여달라고 확인을 하는데 복지카드에 주민등록번호가 그
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꺼내는 순간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다른 방법을 강구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복지카드를 보여주는 것도 본인
이 장애인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지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
다. 이에 대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거나 앱을 통해서 확인받는 방법
등 다른 시스템을 마련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중 교통 내에 전광판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지방 경우 없는
곳도 많고 휴게소에서도 쉬는 시간에 대해서 말로 설명합니다. 비행기 기내 방송도 마찬
가지구요. 특히 지연, 출구 변경, 결항에 대해선 늦게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비행기
경우 승무원이 농인 탑승객을 미리 파악해서 비상상황이 생기면 승무원이 직접 필담으로
설명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동의하에 따라
당사자가 본인이 농인임을 승무원에게 알려줘도되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앱
으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데, 농인임을 밝혀도 계속 전화가 오거나 탑승거부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무인주차장을 보면 음성안내로만 되어 있어서 복지카드 확인받아야할 때도 음성으로
만 대화를 나눠야 해서 본인 확인을 못 받는거나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거나 느려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대부분의 장소
를 보면 음성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농인이 어려움에 처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박물관, 미술관, 관광지 등 대부분 음성해설, 안내글, 도슨트 등이 있는데 수
화를 사용하는 농인을 위한 수화영상해설, 수화도슨트 등이 없어서 정보접근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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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혹은 수화도슨트가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이나 1주 전에 미
리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부 박물관에서는 개인 폰으로 QR코드를 통
해 수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보다도 MP3를 대여해주는 듯이 수화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기를 대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화를 잘 모르는 농인을 위해
자막 혹은 문자통역 또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직원들이 농인들에게
필담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제스처로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
에 여러 방면에 있어서 정보접근성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5대 궁(경복궁,
창덕궁 등)에서 미리 예약하면 농인해설사를 만나서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수화를 잘 모르는 농인 입장에선 여전히 정보접근성 제약이 크다고 합니다. 이또한 참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향유권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서 수화통역, 수화통역사, 문자통역 등 여러 시스템이 보다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식당 등 식사를 하는 곳, 여행지 등 모든 곳에 있어서 농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점이 농인이라서 대놓고 무시 당하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면 욕하
거나 더 크게 말하거나 거부 당하는 등 차별을 많이 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농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광 관련 모바일, 홈페이지 등 사전신청해야할 때 장애인 할인 적용이 안 되어 사전
예약 못 하고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 확인 받아야 하는데 예약이 꽉 차서 돌아가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온라인에서 신청, 제안,
불만 등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문장이 약한 농인 입장에선 자유롭게
제안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청와대, 외교부에서도 글만 올릴
수 있게 되어있어서 이와 같은 게시판 시스템을 교체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여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
겠습니다. 해외여행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외교부에 연락해서 해결하는데, 농인 입장에
선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채팅상담, 수어통역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
습니다.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네이트온 채팅상담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데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느리거나 없을 때가 많아서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여행
을 하면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잇는데 해외여행하다가
문제, 사고가 생기면 1분 1초가 굉장히 급합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는 긴급상황일
때 24시간 수어통역 혹은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마련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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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적･문화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
및 참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서 크
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광활동에 대한 참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관광활동
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여 이를 향유할 권리를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간 우리 사회는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
와 권리에 눈을 감아왔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다고 치부하면서 그 권리의 실현에 우선순위를 둘 이유가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
고 볼 수 있다.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점증하는 욕구와 권리 주장에 직면한 국회는 결국 뒤늦게
이에 관심을 가졌고, 지난해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차별 금지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을 개정했다. 그리고 올해 초
정부는 그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장애계 등은 해당 시행령이 공표된 직후부
터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전후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은 일단 법률을 좀 더 시행해 보
고 해당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그 해소가 법 개정을 요한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
서 재개정하는, 소위 ‘선 시행, 후 개정’이라는 개선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도이자 상식이
다. 그런데 문제가 된 시행령의 부분인 정당한 편의 제공 조항이 시행되려면, 그것도 단
계적 적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최소한 약 7년을 기다려야 하는바,
‘선 시행, 후 개정’이라는 상식을 적용하기가 무척 난감한 측면이 있다.
본 발제는 관광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러한 법 개정 상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 당해 시행
령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시행령의 문제점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특히
동법 제3절(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있다는 점을 논의하면서 그 근본 문제의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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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근본 문제
1. 법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세부 영역의 문제
문제의 시행령을 다루기에 앞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야기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절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문제 중 하나는 동 절이 명시적으로 다루는 재화와
용역 제공의 세부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제3절에 명시된 세부 영역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제16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17조),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문화･예술활동’(제24조), ‘체육활동’(제25조)뿐이고, 통상적인 서비스업의 범주인 판매업,
숙박업, 요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유원시설업 등은 누락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재화와 용역(이하 “서비스”라 함)의 세부 영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
시되지 않음에 따라 과연 이들 영역이 동법의 규율 범위 에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일단 동법을 집행하는 장애차별시정기구
인 법원은 동법에 의해 규율되는 서비스의 영역을 제3절에 명시된 영역에 한정하지는 않
고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사건(대전지방법원 2012.2.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에서 당해 입장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인지 여부를 동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6조(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등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이 판단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은 목욕업
이 서비스업임에도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그 어떤 조항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은 것이다. 대신 법원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제4조(차별행위)와 “누구
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제6조,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포함하여 고용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접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18조에
근거했다. 이와 관련하여, 추측컨대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
지법｣은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여 고용, 교육, 행정 및 사법, 참정권 등 특정 영역에서 법
제4조에 규정된 장애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이들 영역에서 제6조에 의거, “누구든지 장애
(…중략…)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사건 목욕탕은 그 ‘누구든지’에 해당한다.1)

1) 법원이 당해 사건의 판단을 제18조에도 근거했지만, 어떠한 생각으로 이에 근거했는지는 추정하기가 다
소 어렵다. 제18조는 목욕탕과 같은 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포함하여, 고용, 교육, 행정 및 사법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및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그
시설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고용, 교육,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분석적인 의미에서 당해 사건은 목욕탕의 기능의 이용, 즉 목욕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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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목욕업이 제3절의 서비스 제공 영역에 해당함에도 목욕 서비스에서 장애 차별
금지를 특정하는 조항이 제3절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제6조를 끌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통상적인 서비스인 목욕 서비스가 제3절의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기는 어려웠음을 암시한다. 어쨌든 이로써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 명시되
지 않은 서비스 영역도 동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었다.2)
그런데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제공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율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원은 상기 목욕탕 사건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전맹인 원고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인지’ 살펴
봄으로써 본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
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의 직접차별
사건으로 접근한다. 법원은 당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도 동 사건과 정당한 편의의 관
련성을 명시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단순히 말하자면, 당해 사건은
‘전맹인 원고에 대한 보조를 보호자에게 미루지 말고 목욕탕 측이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이를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슈를 자연스럽게 제기한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는 하지만 목욕탕은 그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거나, 그러한 보조는 정당한 편의가 아니라는 등의 논의를 하지 않는다.3)
이처럼 법원이 목욕 서비스에 대해 직접차별만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암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서 목욕 서비스에서의 정당
한 편의 거부 금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법은 정당한 편의 거부 금지 조항을 특
정한 영역에 한해서 적용하고, 그것도 세부 영역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가 제공
해야 할 정당한 편의 목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등 매우 특정적･한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법원은 직접차별의 경우에서처럼 포괄적 조항인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조
등에 의거하여 목욕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고육지책을 차마

이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사건이어서 제18조를 끌어오는 것은 그다지 정확하지는 못하다.
2) 법원은 호텔의 숙박 연장 거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1574 판결)에서 장애
인에게 숙박 연장을 거부한 숙박 서비스 제공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판단했다.
3) 법원은 “② 따라서 원고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이때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입장, 탈의, 샤워기, 온탕, 냉탕, 발한실(發汗室) 등의 이용, 착의,
퇴장에 이르기까지 이동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도움 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라는 등의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도 그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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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법원은 제3절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
율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에 대해, 어쩌면 제3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에 대해
그 의무를 암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판례를 만든 셈이다.
다른 장애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 명시되지 않
은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한 직접차별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여부를 제3절의
관련 조항에4) 근거하여 판단하여 인용한 사례는, 좀 더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찾기가
쉽지는 않다. 추정컨대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
비스 영역에 대해 동법 상의 차별행위의 금지 규정을, 특히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적
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에 비해 다소 창
의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내놓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 서비스가 장애인의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그 서
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에 많은 관심을 둔다. 그런데 금융 서비스에서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문언 상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직접차별만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거부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다.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
(2011. 12. 23.자 결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의 첫 번째 조항인 제15조(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제2항(“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묶어서 금융 서비스에서의 정당한 편
의 제공의무 조항으로 삼은 바 있다.6)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이 서비스

4) 이러한 조항은 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
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등과 같이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규율하
는 조항을 제외한 조항을 말한다.
5) 제17조의 문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략…) 제한･배제･분리･거부”는 직접차별을 규정하는 제4조
제1항제1호와 같다. 제17조 문언을 정당한 편의 거부 금지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만약 금융 서비
스에서 정당한 편의를 규율하고자 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정을, 즉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와 ‘정당한 편의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제시했어야 한다.
6) 제15조제1항의 문언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데, 이 문언의 ‘장애를 이유로’는 직접차별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제15조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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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영역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 거부 차별 금지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렇
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조항에 기대어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차별시정기구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이나 명시되었더라도 정당한 편의 제공 조항이 없는 경우에
좋게는 창의적으로 그리고 나쁘게는 무리수를 두면서 해당 서비스 영역에 대해 직접차별
금지 의무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2. 제3절의 문제의 파급효과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에 대해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적용을 가능하
게 하는 판례나 권고를 조금 내긴 했지만 그에 한계가 많고 그 근거도 그리 단단하지 못
하다. 이러한 상황은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며 경우에 따
라서는 이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관련 법원 판례로 목욕탕에서는
아무런 정당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굳어졌다고 우려할 수 있다. 이러
한 우려는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에서 장애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
자는 움직임의 동력이다. 법 제24조의2의 관광활동의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한 것
도 바로 이러한 우려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우려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은 당해 우려
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명시되는 서비스 세부 영역이
많아질수록 법에 명시되지 않는 서비스 세부 영역에서는 장애 차별 금지 의무가, 특히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없다는 논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제3절에
열거된 서비스 영역들이 예시가 아니라 열거이고 따라서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우려가 점점 강해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향후 판매업, 숙박업, 요식업 등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
을 분명하게 규율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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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의 문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4조의2는 관광활동의 성격이 문화･예술활동과 일부 중복되고7)
비슷하기에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바로 다음에 위치시킨 조항이다. 이 조항
은 세부 항의 숫자(4개)가 제24조와 같고 그 내용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제24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동조항의 준수 의무의 주체 중 하나인 ‘관광사업자’는 그 특성 때문에
몇 가지 이슈를 야기한다.
제24조의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그 세부 영
역이 실로 다양하다. 그 세부 영역에는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이 포함되는데, 이 영역
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숙박 서비스 외에 다양한 세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한 세부
서비스의 업은 요식업, 유흥음식점업, 이미용업, 유통업 등 통상적인 서비스업을 다수 포
함할 수 있다. 또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상당수는 ‘관광’이라는 요건만 제외하면 다른 관련
통상적 서비스업들과 동일하다. 이처럼 관광업이라는 것이 아직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통상적 서비스업을 내포하거나 그것들과 사실상 같기 때문에 관광업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고 관련 통상적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
를 비롯하여 적용 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또한 관광업의 세부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관광사업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정하는 데 일부 어려움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한편, 신설된 법 제24조의2에서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다른 여타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처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관광사업자군 별로 일정한 연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정당한 편의의 단계적 적용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일관된 규범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규정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을 따르게 되면 2015. 4. 11.부로 모두 완료되도록 애초에 기획된 법 상의 단계적
적용이 다시 시작되고,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
담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서도 계속 단계적 적용이 들어갈 것인바, 결국 법 시행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당해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7) 이러한 점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에서 문화생활과 관광활동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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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행령 제15조의2(관광활동 차별금지)의 문제
1. 단계적 적용의 문제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적용 대
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로 정했다. 동 시행령 조항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
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아래의 [별표 4의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별표 4의2]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

이 별표를 보면 관광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의 시점들은
다른 영역들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단계적 적용 시점과 비교하여 너무 뒤로 미루어지
고 그 간격도 매우 큰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단계적 적용의 의도된 효과도 얻기 어려
울 수 있다. 고용,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1단계 적용은 법 시행 다음
해인 2009. 4. 11.부에 이루어졌고, 2단계는 그로부터 1년 후(2010. 4. 11.부)에 이루어지
는 등 거의 매년 다음 단계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관광활동의 경우에는 1단계 적용이 해
당 조항의 시행 후 6년 뒤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적용이 그로부터 5년 후에 이루어지
게 되는바, 그 적용의 시간적 간격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단계적 적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다른 영역에서의 단계적 적용은 기관의 상대적 규모 순으로 거의 매년 이루어졌
기에 다음번에 적용되는 기관들이 나름대로 긴장하고 전례를 보면서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관광활동의 경우에서처럼 첫 번째 단계의 적용이 시행 후 한참 뒤이고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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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첫 번째 단계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면 단계적 적용의 본래의 취지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의 단계적 적용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단계적 적용
을 받게 함으로써 민간기관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민간기관에 대해 후
순위의 단계적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갖게 했다. 관광활동 영역에
서의 단계적 적용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
는 관리하는 관광사업체에 대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후 1년 뒤에 1단계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당해 단계적 적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존재감은 전혀 없다.
그리고 단계적 적용은 큰 시간적 간격이 있는 두 단계 적용으로 구성되는데, 두 단계
적용은 외견상 단순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뒤 단계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적용 받는 기관 또는 시설들은 그 긴 시간적 간격
때문에 한동안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적 간격으로 적용 단계를 서너 단계로 세분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바, 관광사업자들도 동법 및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일정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일부 관광사업도 이미
동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율되어 왔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차별시정기구는 판례･
결정례를 통해 서비스업 일반이 동법에 의거하여 적어도 직접차별 금지 의무를 지고 있
음을 보여줬다. 관광사업이 동법에 의해 이미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분야는 본 발제에서
집중하고 있는 바로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및 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8)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
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는 모든 법인에 대해 2013. 4. 11.
부로9)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정당한 편의 차원의 편의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준용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수련시설, 회의장
등 집회장과 같은 시설이 그 의무를 진다.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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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관광사업자
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광사업자가 정당한 편의 제
공 의무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단계적 적용 시점을 그렇게 멀리 잡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2. 정당한 편의 목록의 문제
먼저 신설된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의 목록에서 나열된 것이 단 2가지라는 점은 문제
의 소지가 있다. 관광활동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은 다른 영역에서의 해당 조항처럼10)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어 그 항에서 나열한 정당한 편의의
목록이 예시가 아닌 열거로 해석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목록에 단지 2개의 정
당한 편의만을 나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설사 관광사업자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그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유형이
너무 많아 이를 다 나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편의의 목록이 열거인 이
상 다 나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광사업자 유형별로라도 다 나열해야 한다. 참고로,
긴 편의 목록을 짧게 나열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수어통역사, 대필자, 대독자 등 의사소
통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보조인력’에서처럼 같이 ‘등’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관광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목록을 다 열거해야 한다.
한편,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열거된 2개의 정당한 편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당한
편의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동항 제1호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는 장애를 가진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장애
관광객에게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 관광객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안내가 되려
면 ‘장애를 가진 관광객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태(format)로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안내’가 되어야 한다.
제2호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는 단순한 정보의 안내
(제공)에 불과한바, 이것이 정당한 편의의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조 인
력의 제공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만 보조 인력의 이용에 대한 안내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안내는 ‘장애를 가진 관광객에게 이러저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니

10) 국회는 틈틈이 기존의 정당한 편의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함으로써 그 목록이
열거라는 해석을 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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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신청하세요’라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장애인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한 조치
일 뿐이다.
추측컨대, 제2호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제공이라는 정당한 편의
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조 인력의 기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의 신변처리에 대한 보조도 그 기능에 포함되는지 등
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Ⅳ. 맺음말: 문제의 해소 방향
1. 시행령 제15조의2의 문제에 대하여
상기에서 논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문제들 중 단계적 적용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고 단계의 숫자가 너무 적은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최선의
해소 방향은 우선 관광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단계적 적용의 시점들을 앞당기는 것이
다. 그리고 그 단계를 현재의 두 단계에서 서너 단계로 늘이며, 1단계에 국가 등 공공기관
이 소유･관리하는 관광사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단계적 시점들을
앞당기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의 정당한 편의의 목록에 열거된 것들이 정당한 편의가 아니므로 이는 필히 개
선되어야 한다. 만약 관광사업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관광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목록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관광사업의 유형별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참고
로,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의 유형은 ‘관행･정책･절차를 변경하기’11), ‘보조 기구 및 서비
스를 제공하기’12), 그리고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기’13)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슷하므로 이미 다른 영역에서 제시된 해당 정당한
편의 목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적은 편이어서 제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을 하기

11) 관행･정책･절차 변경의 실제 사례는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이다. 관광사업에서 제공될 수 있는 해당
정당한 편의의 예는 ‘장애를 가진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이다.
12) 수어통역사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 경사로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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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가 상당히 큰 비용을 요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편의의 제공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야
기할 경우에는 해당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
조제3항제1호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은 관광사업자가 과도한 부담 등을 야기하는 정당한 편의는 제공하지 않아도 전혀 위법
한 것이 아니게 하는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한다.

2. 제3절의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난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는 세부 서비스 영역을 새로 발굴하고 이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일은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법 제3조(정의)에서 ‘재화와 용
역 등의 제공’을 폭넓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정의하여14) 모든 서비스 제공이 ｢장애인차별
금지법｣으로 규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수년 내로 하되,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
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제공자의 규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
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이행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을15) 만드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위
해서 법 제3절의 첫 번째 조항인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서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조항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조항이 명백히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조항이

14)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한 개념 정의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이라 함은 공중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자나 장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토지 및 건물의 매
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동 및 교통수단의 제공, 문화･예술･체육･관광･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의 제공, 상품의 도소매, 숙박･오락･요식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단, 제4호에 따른 공공기
관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6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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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목록이 열거로 해석되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바, 이를 예시로 해석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당한 편의 제공 목록에서 ‘등’과 같은
용어를 적절히 삽입하여 ‘열거 안에서 예시를 실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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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방안

김인순 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방안

1. 서언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의 확보 법적 근거는 1998년 4월 11일 이
후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
의법’ 이라함)에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관광관련 시설로 볼 수 있는 대상시설은 관광
진흥법 제2조 정의1)에 의거하여 볼 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
식물원 등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설치하도록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는 한계에 의해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에 대한 충분한 이용편의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등편의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함)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
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차별적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관련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017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의해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
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2018년 3월의 개정에 의한 동법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규정된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적용 등의 제
한적 요소는 매우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제내용은 장애인등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내용에 대한 문
제점 등의 언급은 다루지 않고 관련되는 시설에서의 장애인등편의법 등과 연관되는 접근
성 부분만을 다루는 것으로 제한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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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 관련시설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수준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관광관련 대상시설의 설치수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실태
조사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전수 대상시설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근거
로 제시한다. 본 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전수조사는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진행중인 관계로 2013년의 조사자료인 점을 밝힌다.

21. 숙박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설의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숙박시설이 62.0%의 적정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은
62.5%의 적정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숙박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세부유형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L1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166,773

116,025

69.6%

103,414

62.0%

L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
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46,100

32,975

71.5%

28,816

62.5%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계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이와 같은 숙박시설의 설치수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접근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매개시설 중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도
57.0%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높이차이제거2)도 49.6%로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경우에도 대변기 및 소변기의 설치수준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높이차이제거란 숙박시설 등 해당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중에서 최소 한곳의 출입
문 앞에는 단이 설치되지 않거나 혹은 단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단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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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숙박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편의시설의 종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주출입구 접근로

88.2%

24,883

82.0%

1,830

1,350

73.8%

1,043

57.0%

45,844

24,250

52.9%

22,760

49.6%

78,019

52,364

67.1%

48,686

62.4%

주출입문

26,013

18,668

71.8%

17,509

67.3%

일반출입문

18,530

14,687

79.3%

12,379

66.8%

복도

1,269

1,200

94.6%

1,163

91.6%

계단

920

642

69.8%

507

55.1%

경사로

120

119

99.2%

90

75.0%

승강기

2,870

2,477

86.3%

2,177

75.9%

12

10

83.3%

7

58.3%

49,734

37,803

76.0%

33,832

68.0%

일반사항

3,137

1,770

56.4%

1,575

50.2%

대변기

4,536

2,588

57.1%

2,205

48.6%

소변기

2,105

857

40.7%

814

38.7%

세면대

1,698

1,239

73.0%

878

51.7%

욕실











샤워실











11,476

6,454

56.2%

5,472

47.7%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1,710

440

25.7%

400

23.4%

1,710

440

25.7%

400

23.4%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소계

소계

점자블록
소계
편의시설의 종류
객실･침실

기
타
시
설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26,764

소계

안
내
시
설

설치수 및 설치율(%)

30,345

휠체어리프트

위
생
시
설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71,934

51,939

72.2%

43,840

60.9%

관람･열람석











접수･작업대











매표소 등











71,934

51,939

72.2%

43,840

60.9%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소계
계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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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설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2013년 실태전수조사 결과에 나타난 설치율 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연이나 관람장, 박물관은 관광과 직접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만 적정설치율 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에
는 관광관련시설 중 가장 기본적인 관광시설의 하나인 시설이지만 적정설치율이 6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광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세부유형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C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
음악당,서커스장)

32,212

24,033

74.6%

21,446

66.6%

C2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3,455

2,484

71.9%

2,238

64.8%

C3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21,803

15,862

72.8%

14,152

64.9%

C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산업전시장,박람회장)

38,759

30,161

77.8%

26,687

68.9%

C5

동･식물원

2,140

1,533

71.6%

1,317

61.5%

98,369

74,073

75.3%

65,840

66.9%

계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박시설에 비해 외부에서 접근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매개시설의
설치율은 비교적 나은 편인 것으로 적정설치율 70.1%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위생시설
의 적정설치율 수준은 56.6%로 숙박시설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각장
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시설의 적정설치율은 34.3%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관람석이나
열람석의 적정설치율은 8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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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 및 집회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항목수

주출입구 접근로

10,941

9,924

90.7%

9,259

84.6%

장애인주차구역

4,812

3,806

79.1%

2,927

60.8%

높이차이제거

16,944

11,882

70.1%

10,733

63.3%

소계

32,697

25,612

78.3%

22,919

70.1%

주출입문

9,394

7,830

83.4%

7,222

76.9%

일반출입문

6,680

5,518

82.6%

5,094

76.3%

복도

3,606

3,472

96.3%

3,361

93.2%

계단

2,744

1,875

68.3%

1,491

54.3%

경사로

336

306

91.1%

223

66.4%

승강기

7,080

6,666

94.2%

6,000

84.7%

휠체어리프트

81

81

100.0%

77

95.1%

소계

29,921

25,748

86.1%

23,468

78.4%

8,515

5,371

63.1%

4,529

53.2%

대변기

12,360

8,771

71.0%

7,398

59.9%

소변기

1,535

760

49.5%

737

48.0%

세면대

1,257

1,012

80.5%

730

58.1%

욕실











샤워실･탈의실











23,667

15,914

67.2%

13,394

56.6%

유도 및 안내설비

2,013

674

33.5%

627

31.1%

경보 및 피난설비

831

684

82.3%

513

61.7%

3,456

1,184

34.3%

1,021

29.5%

6,300

2,542

40.3%

2,161

34.3%











관람･열람석

1,656

1,533

92.6%

1,418

85.6%

접수･작업대











매표소･판매대･음료대

4,128

2,724

66.0%

2,480

60.1%

소계

5,784

4,257

73.6%

3,898

67.4%

98,369

74,073

75.3%

65,840

66.9%

일반사항

위
생
시
설

소계
안
내
시
설

점자블록
소계
객실･침실

기
타
시
설

계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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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동시설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광진흥법에 의
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2013년 전수실태조사 결과의 설치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서는 한류가수들의 음악공연이 대형체육시설에서 빈번히 이루어지 등 대규
모의 공연이 잦은 체육시설들이 제법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체육관이나 그 외 운
동관련시설도 관광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체육관 등의 적정설치율은
67.8%, 그 외 운동장은 62.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운동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수

세부유형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J1

체육관

17,621

13,183

74.8%

11,939

67.8%

J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과
부수되는 건축물

28,984

19,697

68.0%

18,043

62.3%

46,605

32,880

70.6%

29,982

64.3%

계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운동시설의 설치수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생시설이 적정설치율 수준이 대
부분의 시설과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변기는 운동시설에서의 의무대
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율이 조사되지 않았으나 일부 권장으로 설치된 시설도 실질
적으로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표 6> 운동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편의시설의 종류

매
개
시
설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

9,219

8,124

88.1%

7,609

82.5%

장애인주차구역

3,696

2,881

77.9%

2,177

58.9%

높이차이제거

14,214

8,866

62.4%

8,203

57.7%

27,129

19,871

73.2%

17,989

66.3%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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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내
부
시
설

설치기준 항목수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주출입문

8,119

6,345

78.2%

5,911

72.8%

일반출입문

5,775

4,691

81.2%

4,212

72.9%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13,894

11,036

79.4%

10,123

72.9%

일반사항

147

91

61.9%

86

58.5%

대변기











소변기

5,435

1,882

34.6%

1,784

32.8%

세면대











욕실











샤워실











5,582

1,973

35.3%

1,870

33.5%

46,605

32,880

70.6%

29,982

64.3%

소계

위
생
시
설

설치수 및 설치율(%)

소계
계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24. 관광휴게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설의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이나 휴게소 등 관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포함된다. 적정설치율은 휴게소가 73.8%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야외음악당 등의 시설은 적정설치율이 역시 65.1%로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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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관광휴게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세부유형

설치기준 항목수

R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R2

휴게소
계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1,201

887

73.9%

782

65.1%

9,088

7,423

81.7%

6,710

73.8%

10,289

8,310

80.8%

7,492

72.8%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관광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시설에 비해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수준이 67.5%로 약간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8> 관광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편의시설의 종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1,645

1,494

90.8%

1,380

83.9%

726

633

87.2%

488

67.2%

2,488

1,802

72.4%

1,663

66.8%

4,859

3,929

80.9%

3,531

72.7%

주출입문

1,420

1,226

86.3%

1,152

81.1%

일반출입문

1,005

833

82.9%

782

77.8%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2,425

2,059

84.9%

1,934

79.8%

1,197

883

73.8%

769

64.2%

대변기

1,808

1,439

79.6%

1,258

69.6%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3,005

2,322

77.3%

2,027

67.5%

10,289

8,310

80.8%

7,492

72.8%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소계

소계
일반사항
위
생
시
설

설치기준 항목수

소계
계

자료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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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앞에서 살펴본 관광관련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 설치수준을 높여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만으로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등편
의법은 대상시설별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등 다양한 시설이용자들이 모두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
치의무 대상시설 중에서 다수의 대상시설이 법이 적용된 1998년 이전에 만들어진 상황을
반영하면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최대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 Free : BF)인증제도는 2015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차별없이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앞서
살펴본 관광 관련시설 중에서도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신축하는 대상시설에는
적용될 것으로 볼 때 그 영향이 서서히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관광 관련제도 및 인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수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3년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선언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의 실천을 권고하였
으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여행 현실은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숙박서비스 중 모텔
(여관),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소형 숙박시설의 경우 접근･이동과 관련된 편의만족도는
27.7%이며 정보안내･이용 편의만족도도 26.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3)

3)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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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 여행관련 숙박서비스 장애인 편의 만족도
구분

유형

접근･이동편의

정보안내･이용편의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62.8%

62.6%

수련시설

39.0%

41.8%

모텔･펜션･게스트하우스

27.7%

26.6%

숙박서비스

자료재인용: 한국소비자원(2015). 장애인 여행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정책건의

한국 소비자원이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
면, 장애인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애 없는 여행에 대해 93.1%가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최근 3년 이내 여행경험 여부 조사 결과, 국내여행이
72.6%, 국외여행이 15.7%로 집계되어 나타났다.
또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014, 한국관광공사)에
의한 숙박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2.49(5점척도)이며,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문화
체육관광부)에서 나타난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93(5점척도)로 전체 국민의 만족도
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4)
<표 10> 국내 여행 항목별 만족도(5점척도)
장애인의 관광만족도5)

국민 국내여행 만족도6)

항목

만족도

항목

교통수단과 서비스

2.42

숙박시설과 서비스

연도별 만족도
2013

2014

2015

교통

3.87

3.91

3.94

2.49

숙박시설

4.00

3.98

3.93

식당시설과 서비스

2.60

식당 및 음식점

3.82

3.87

3.88

관광프로그램과 서비스

2.51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3.88

3.91

3.88

장애인 관광 정보 제공

2.23

관광 편의시설

3.87

3.91

3.92

여행사와 서비스

2.23

체험프로그램

3.85

3.90

3.90

관광지 종사자 서비스

2.38

지역 관광종사자의 친절성

3.85

3.89

3.90

자료재인용: *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인의 관광만족도: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민 국내여행 만족도: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4)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p3∼4
5) 장애인의 관광만족도: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014), 한국관광공사
6) 국민 국내여행 만족도: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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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국내여행의 국민참가 횟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국민여행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여행횟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만15세 이상 전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자료: 통계청

하지만 장애인의 차별없는 여행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부터 각종 관련시설의
접근성 등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 2013년에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국내관광 실태 및 국민인식 심층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관광활성화
를 위한 정책 수요 순위에서 2순위가 대중교통수단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순위가
장애인 여행도우미 서비스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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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순위(문화체육관광부)
우선순위

주요정책

우선순위

주요정책

1

우수한 관광프로그램 보급 확대

6

노년층 복지관광 프로그램 확대

2

관광지까지 대중교통 수단 확대

7

장애인 여행도우미 서비스 확대

3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8

전통한옥 숙박체험장 확대

4

매력적인 국내관광 소재 발굴

9

국내 캠핑장 확대 조성

5

자연휴양림 확대 조성

10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확대

특히, 한국관광정책 2010년 Autumn No.41호 기획특집에서 다루어진 ｢모두가 행복한
관광｣에서 모두가 행복한 관광의 실천과제인 장애인 관광의 사례 내용을 볼 때 장애인관
광의 제약과 문제점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여행을 통한 편익추구는 보편적 행복추구권으
로 인식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관광의

실태조사를

보면(한양대

관광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8),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및 관광관련 시설들의 장애인 관광접근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 측면 뿐만 아니라 관광정보나 관광프로그램 등 전반적 수용태세가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은 실제 관광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으며 서비
스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과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7)
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관광의 실천과제와 방향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장애인
관광시설의 개선 또는 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에는 사업비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의 인프라 개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장애인 관광시설 인증제도 마련과 장애인 관광의 시설평가단 운영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관광관련 인증제도에 장애인 관광에 대한 평가 항목
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장애인 유형별 관광서비스와 전문인력
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시가,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맞춤 관광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는 장애인 관광에 대한 온･
오프라인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현재 장애인단체를 통하거나 구전으로

7) 한국관광정책 2010 Autumn No.41 기획특집 모두가 행복한 관광,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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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정보체계의 확립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에서는 장애
인의 접근성 확보가 모두를 위한 관광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확대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도로 초고령사회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러한 방향은 관광의 기본 인프라로 구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사업
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5에 6개의 관광지를 시작으로 장애인 등 모든 관광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좀 더 용이한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년까지는
100개의 관광지를 열린관광지로 지정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물론, 열린관광지로 지정
된 곳도 장애인 등 모든 관광객이 완전하게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린관광지의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열린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도 주변에 휠체어사용자 등이 맘놓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러한 주변상황들이 장애인의 관광에 있어 큰 제약
적 요소가 되는 것은 여전한 차별적 요인이기도 하다.

4. 결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장애인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에 대한 직접적 제
도보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
항들을 고려한다면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 비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범주의 대상이
구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시점이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이용 가능한 관광지를 만들어가는데는 시설적측면에서의 보완과
제도를 포함한 인식적측면에서의 보완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가지측면이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존의 관광관련 시설에서의 보완은 이미 존재하는 지형이나 시설물의 특성 등
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 가능한 관광시설로의 변화가 완벽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설적측면의 보완과 서비스적측면의 보완을 함께 고려한 접근성 강화 노력을 위
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뿐 아니라 민간까지 사회전반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미약하나마 최근에 도입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광활동
차별금지 조항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반면, 새로 조성되는 관광관련시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누구나 차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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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관광시설로 만들 수 있다. 가령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개발지
등에 대한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 Free : BF)인증제도의 의무적 적용 등의 방법은 향
후 새로 조성되는 관광관련시설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 만들 수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하게 의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은 객실유형이나 화장실 및 욕실의 유형을 변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든 객실
을 대부분의 이용자가 구분없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로의 변화가 가능해 질 수 있다.(부
록내용 참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이 별도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의 객실을 설치하
는 것보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한 객실 설치가 가능해 질 수 있고 이는 숙박시설
의 구분없는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관광문화의 변화 방향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관광문화로
의 변화를 보편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며, 이
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한국관광정책 2010 Autumn No.41 기획특집 모두가 행복한 관광, 이훈
2013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
태전수조사
2016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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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2016, 한국장애인개발원)
<표1> 객실 유형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적용 방안
객실 유형

내용

방안

pt1

･ 휠체어가 꺾여서 화장실로
들어가기 어려움
･ 현관부와 화장실 전면부의
･ 화장실 전면 공간 확보 필요
유효폭 확보가 가장 중요
･ 여닫일 경우 진입 공간 확보 ･ 침대 전면 및 측면공간 확보
(미닫이문이 바람직함)

많은 유형

pt4

유리한 유형1

･ 화장실내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시 편리
･ 이용에 편리함

･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
반경 확보시 이용에 편리

･ 화장실 진입시 유리함

･ 침대측면공간의 확보로 화장
실 진입시 공간 확보 가능

pt5

유리한 유형2

공통 적용

･
･
･
･

무단차 이동
가구 배치 후 유효폭 확보
더블침대 외에 트윈침대의 경우, 침대 측면 공간 확보가 중요(이동식 가구)
이동 가능한 가구배치로 필요에 의해 가구를 이동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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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화장실 및 욕실 유형 사례
화장실 및 욕실 유형
rt02

접근

내용
rt08

공간확보

유리한 유형
rt09

공간확보

공통 적용

･
･
･
･

rt10

공간확보

무단차 이동
미닫이문 권장
평탄한 바닥면 (문 앞 배수로 설치를 통해 보완)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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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및
회전 공간 확보가 된 유형
･ 위생기기로의 접근이 용이
･ 접이식 샤워의자 설치 및
이동식 샤워의자 비치
･ 변기와 샤워기의 근접배치
고려

[토론]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조아라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송창헌 사무국장
제주관광약자접근성센터

강인철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김상범 센터장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호균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무장애 관광진흥을 위한 접근 방안: 해외사례 검토

조아라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 무장애 관광수요
○ (여행경험) 장애인의 국내관광 참여율은 비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나나, 여행경험자
의 여행횟수에서는 차이가 크기 않음
− ｢2017사회조사｣원자료 데이터를 분석 결과 국내관광여행 경험율은 장애인
47.8%, 비장애인 70.7%로 나타남
− 참고로｢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인 여행 참가율은 9.8%였음
○ (여행선호)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관광을 뽑은 비율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관광여행에 대해 인권적 관점과 함께 시장적 관점 접근 가능
<표 1> 여가 및 여행 참가율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有

32.6

63.8

숙박여행 횟수

2.6

2.8

레저시설 이용 有

51.1

75.2

1회 평균 숙박여행 일수

2.5

2.5

국내관광여행 경험 有

47.8

70.7

당일여행 횟수

4.2

5.0

하고싶은 여가활동 1순위 관광

45.2

46.3

해외여행 경험 有

11.4

24.6

하고싶은 여가활동 1∼3순위 관광

63.7

71.3

해외여행(관광) 횟수

1.5

1.5

자료: ｢2017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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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애 관광수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구, 일시적 이동불편인,
외국인 등 ⇒ Tourism for All
− 참고: 2017년 기준 교통약자 총 인구대비 28.9%
▶ 모두를 위한 관광으로 사회적 합의 증진

□ 관광산업 현황
○ (편의증진법 적용 대상) 편의증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업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대부분 바닥면적 300㎡ 또는 500㎡ 이상)
○ 관광사업체의 업종별 건물 연면적을 살펴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관광숙박업이나 카지
노업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사업체 건물의 평균 연면적이 300㎡이하로 소규모 업체임
− 관광사업체 1개소 당 평균 종사자수는 9.5명으로, 특히 여행업(5.9명), 관광객이
용시설업(5.5명) 등은 종사자수가 적고, 1∼2인에 불과한 경우도 많음
▶ 관광부문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특히 중요

□ 일본 사례 참고
① 여행업 및 숙박시설의 대응지침
○ 2013년 6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공포
− 부당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합리적 배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음
−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를 배려하여, ‘합리적 배려 미제공 금지’는 노
력의무로 하고 의식개선･홍보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주무대신은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자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대응지침)을 책정하게 되어 있음
− 부당한 차별대우란 어떤 것이며, 합리적 배려란 무엇인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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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행업자의 합리적 배려 사례
구분

내용
투어에 대한 상담을 받았을 경우, 이용하는 운송기관 등 BF 상황 등 정보를 제공
투어 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도, 장애인이 안전 및 안심하며 참가가능한 여행에 대해 상담
을 실시
여행신청 시에 신고한 장애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하기 편한 운송 등 서비스(리프트 버스,

과도한 부담이
아니므로 적극
제공 바람직

휠체어 좌석 버스, 특별식을 제공가능한 음식시설 등)를 제안(이미 이용할 서비스가 결
정되어 있어서 그 변경이 어려운 투어는 제외)
전세버스 투어 등 사업자가 버스 좌석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여행신청 시 보고된
장애 상황 및 희망을 고려하여 좌석위치에 배려
여행 신청시 보고된 장애 상황 및 희망을 고려하여, 이용하는 운송기관 등에게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도록 요청함
투어 중, 에스컬레이터나 슬로프가 있는 루트가 인근에 있는 경우, 가이드 등이 그 루트
를 소개함(단, 가이드 동행하는 투어에 한정)

과도한 부담이
아닐 경우
제공 바람직

매매조건설명서, 계약서, 신청서류, 확인서 등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 및 안내서의 중요
한 부분에 대해, 읽어주거나, 음성 변환 넥스트 데이터 교부 등 조취를 취함
투어 중 청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위해 승무원 등이 집합, 해산 시간, 중요한 주의
사항을 큰 보드나 도화지 등에 기재하여 보여주거나, 메모를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
함(단, 가이드가 동행하는 투어에 한정)

厚生労働大臣決定(2015), 障害者差別解消法衛生事業者向けガイドライン

○ 가이드라인에서는 합리적 배려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 합리적 배려가 제시된 사
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시된 사례도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성격은 아님
− ‘바람직하다’고 기재된 내용을 사업자가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한 것
이라 판단되는 것은 아니나, 장애인 기본법의 기본적인 이념 및 법의 목적을 고
려하여 가능한 따르는 것을 권고
<표 3> 숙박시설의 합리적 배려 사례
구분
기준･절차의
유연한 변경

내용
 장애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 조정 등의 규칙, 관행을 유연하게 변경
 시설 내 단차에 슬로프를 설치

물리적 환경 배려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의 상하층 이동 시, 맨 파워로 이동을 서포트
 장소를 1층으로 옮기고, 화장실에 가까운 장소로 하는 등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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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명문서 점자판, 확대문자판, 문자 데이터, 음성 데이터(코드화 포함)제공

정보제공,
이용수속
배려

 수화, 필기통역, 필담, 도해, 한자 독음 추가 문서 사용 등 본인이 희망하
는 방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
 문서를 읽어주거나, 친절히 구두로 설명
 전자메일, 홈페이지, 팩스 등 다양한 매체로 정보제공, 이용 접수 실시
 전광 표시판, 자기 유도 루프 등 보청장치 설치, 점자 사인이 들어간 손잡이

보조기구

건물 및

･서비스

설비

 색 조합에 의한 시각적 어려움 고려하여 표지판이나 안내도 등 배색 고려

설치, 음성가이드 설치 등

제공

배려

 화장실 등 장소의 유형이나 방향을 표시하는 픽토그램 및 색상 표시 설치
 공항이 왔을 때 조용히 휴게 가능한 장소를 설치
 관내 방송을 문자화 하거나 전광표시판으로 표지

종업원

 필요에 따라 수화통역 및 필기통역자를 배치

의사소통

 입 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대화

등 배려

 ICT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기(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하거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표시된 그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시설 내 단차를 해소, 슬로프 설치

환경정비
(베리어프리)

 화장실 및 욕실의 베리어프리화, 장루설치환자(ostomate) 대응
 바닥 미끄럼 방지
 계단 및 표지판을 보기 쉽고 명료하게 설치
 휠체어로 이용하기 편한 높이의 카운터로 개선

厚生労働大臣決定(2015), 障害者差別解消法衛生事業者向けガイドライン

② 일본 숙박시설 지원 정책
○ 1994｢하트빌딩법｣, 2000｢교통베리어프리법｣, 2006｢베리어프리신법｣제정
− ‘베리어프리법에 의해 여객시설 및 차량, 건축물(숙박시설 해당), 도로, 주차장,
도시공원 등에 적용(2,000㎡ 이상은 법적 의무, 그 이하는 노력 의무)
−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을 경우 표시제도, 용적율 특례, 보조제도(베리어프리 환경
정비촉진사업 국가 1/3, 지방 1/3) 등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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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부문은 숙박시설 적용(객실 50개 이상 시 1개 이상 BF객실 설치 의무1))
− ‘현재 객실 50개 이상인 경우 객실 총수의 1% 이상의 BF 객실 설치 의무를 부여
하는 방향으로 방침 변경 검토 중(200개 이하 2%, 20개 이상 3% 유도)
○ 지방조례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게 베리어프리 준수 대상을 강화할 수 있음
○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대회 대비를 위해 경기회장 주변 숙박시설에 대
해 우선적으로 공용부 및 객실의 베리어프리화를 위한 보수를 지원
<표 4> 숙박시설 베리어프리화 촉진사업
구분
사업대상

내용
 여행업법의 허가(료칸, 호텔)을 얻은 시설 대상
 객실의 골조경사 등을 동반하지 않는 필요 최저한의 긴급개수
 사업자 당 정액 지원(상한 100만 엔)
① 손잡이 설치

② 슬로프 설치

③ 휠체어 대응 옷걸이 설치

객실

 공용부의 개수, 객실의 통합 등을 동반하는 대규모 개수
 사업자당 1/2보조(상한 500만 엔)
사업
내용

① 출입구 개수

② 단차해소(슬로프, 엘리베이터)

공용부
③ 화장실 베리어프리화,

④ 안내표시

자료: 観光庁(2018), 宿泊施設のバリアフリー化促進事業

1) 우리나라는 2018년 ｢편의증진법｣으로 1% 의무화(관광숙박시설 3%), 영국 5%, 그리스 3성급 이상은
10%, 벨기에 2∼4%(주정부), 독일 1∼10%(주정부), 핀란드 의무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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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가능한 관광의 활성화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심으로

송창헌 사무국장
제주관광약자접근성센터

들어가며
○ 과거 관광은 성지순례 등으로 소위 사회고위층의 전유물이었으나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으로 관광은 점차 대중화되었고,
○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인식될 만큼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계까지 성장.
○ 관광은 그 지역의 이동 및 접근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으로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 중심의 설계 및 사회적인 인식
의 부재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관광의 영역에서 배제됨.
○ 1975년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관광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 관광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작으로 저소득, 장애인 등의 특정대상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개념인 복지 관광(Social Tourism)의 개념이 도입.
○ 80년 후반부터 사랑의 관광단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청관광 실시
○ 하지만 시혜와 동정 관점으로의 관광지원으로,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권리로써의 관광을 담보하지 못함.
○ 2000년 전후로 장애계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립
생활운동이 시작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예술,
여가 등으로 점차 확대
○ 그 중에서도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은 자아실현, 행복권 증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형평 등으로 관심이 더욱 더 고조됨에 따라
○ 복지관광의 개념을 넘어 접근 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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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가능한 관광 가치
○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특
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물이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휴가나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시설(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등)의
총체”1)라고 할 수 있음.
○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2000년대 초반
부터 장애인권리협약 및 유엔세계관광기구의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는 문
건이 포함된 결의문 채택 등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넘어, 관광산
업에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럽에서는 관광서비스 공급자
스스로 접근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비용을 지출하면서 참여하고 있음.

Economic Impulses of Accessible Tourism for All (2003)독일
 접근 가능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25억유로(2003년 기준)
 65,000명의 풀타임의 일자리가 창출(2003년 기준)
 접근성 인프라를 최대치로 하여 계산했을 시 48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와 90,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Economic impact of Accessible Tourism in Europe(2014)유럽
 접근가능한 관광의 경제적효과 786억 유로(2014년기준)
 8,700,000명의 풀타임 일자리 창출(2014년 기준)
 2020년도에는 1,073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와 12,000,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접근 가능한 관광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경
제적 가치를 가짐.

1) ENAT(2009). UK tourism firms encouraged to improve accessibility. Retieved 26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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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 고려사항
○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은 관광활동에 있어 아래의 3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며,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숙박과 이동 및 관광지 관람에 대한 접근으로 나타남.
• 여행 계획 및 의사 결정 ⇒ 접근 가능한 여행정보
•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도착 및 출발 ⇒ 관광지로 이동 및 관광지에서 이동
•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활동 ⇒ 여행, 체험, 식사, 쇼핑 등

82% 숙박
76% 관광지에서의 이동
74% 관광지로의 이동
71% 관람(관광지)

중요도

71% 여행 동행자
62% 문화 활동
61% 도착/친숙 함
58% 제공서비스(관광약자)
52% 의료
51% 식사
37% 쇼핑
19% 스포츠

Economic Impulses of Accessible Tourism for All, Study commissioned by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BMWA), ISSN 03429288, Berlin, Germany (2004)

○ 이처럼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있어 정보습득−이동−관광−숙박 등의 여행사슬 전반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관광권리확보는 어려울 수 있음.

Source ADA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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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가능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접근 가능한 관광은 위의 여행사슬의 확보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문화예술시설 등의
이동･접근과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규정 등이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접근 가능한 관
광의 토대였음,
○ 제주도에서는 전국최초로 관광약자와 접근 가능한 관광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조례
가 2013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경기, 부산, 경남, 전북, 전남,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접근 가능한 관광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동･접근 등
의 물리적인 제약요소와 관광서비스 공급자의 인식부족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의 인
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름.
○ 접근 가능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관광서비스 공급자
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은 설득의 중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하지만 단계적 적용 시점으로 인해 장애인의 관광활동에서의 차별을 방조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 적용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 정당한 편의제공 이외에 장차법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항과 같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 의무적용시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관광서비스 공급자의 인식개선 및 설득을 위해 장애인의 관광활동 즉,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당사
자의 권리보장과 경제적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다면 접근 가능한 관광은 자연스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
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①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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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

김상범 센터장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에게만 고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
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
장할 것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누구도−−’라는 표현
을 사용하여 그 규정이 말하는 권리가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
임을 명시하고,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특별히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
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
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의하여야 할 점을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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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여기 제주공항인데요, 이효리씨 사는 곳을 둘러보고 성산일출봉으로 이동해서 점심식사 할 거에요.
친구들이랑 왔는데 모두 휠체어를 사용하니 차 4대 보내주세요”

2017년 7월 어느 주말 08:00경, 이동지원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회원 등록은 하
였느냐? 순차적으로 차량을 연결해서 한번에 4대를 보내드리는 것은 어려운데요...’, 한동
안 통화 후 1시간에 걸쳐 제주시 각지에 흩어져 있던 특별교통수단 4대가 공항으로 출발
하고, 네분의 고객을 모시고 이효리씨가 사는 애월읍 소길리에 09:40분경 도착했다. 문제
는 그 다음이었다. 10:30분경 애월읍 소길리에서 성산일출봉 근처 모 식당으로 이동지원
접수가 들어온 것이다. 1/2만 운행하는 주말, 새롭게 접수되는 이동지원 요청, 운전직원
휴게시간 등,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이동지원을 마친 시각은 12:00, 13:00, 13:20 등
제 각각이었다.
“왜 이렇게 늦느냐? 일행인데 점심식사를 따로 하느냐!”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
다. 이 네분 고객은 서귀포시의 늦은 저녁식사에도 시차를 두고 도착하였고, 숙소는 엘리
베이터 앞 2개의 계단으로 모텔주인과 투닥거렸다고 한다. 다음날은 한경면에 위치한 생
각하는정원(분재예술원)을 간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행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시작
으로 이동(교통), 관광, 식사, 숙박 등 매 일정마다 이동 및 접근에 제약을 겪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에 ‘관광시설 무장애화’, ‘장
애 특성별 관광도우미 양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관광활동지원(제47조의 3)과 관광취약계
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47조의4)등을 신설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다(‘14.5.). 그
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의 제24조의2(관
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었고(‘17.9.), 올해에는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관광활
동의 차별금지(제15조의2)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이 불편 없이 여행을 향유하는 것은 어렵다. 위 사례에서 제시
된 것과 같이 이동(교통), 관광, 식사, 숙박 등의 관광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는 60개소의 공영관광지와 54개 업종 1,082개소의 관광협회 회원사가 있
으며 숙박시설은 5,120개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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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숙박시설 현황
(‘18.8.31. 기준)

계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구분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7월

5,102 71,112

417 32,236 98

872

662 20,095 130

5,426 3,776 11,642

19

841

8월 5,120 71,905 420 32,588 99

882

662 20,201 135

5,775 3,786 11,636

19

833

유럽국가들은 ‘OSSATE(One−Stop Shop for Accessible Tourism in Europe)’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관광지들의 접근성, 관광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접근가능한 관광정보 네
트워크 웹 페이지를 매개로 이러한 정보를 장애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관광지/관광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관광지 선택 시 많
은 도움을 받고 있다(이봉구, 2015).

법･제도의 방향
차별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의 신설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영역을 넓혀 놓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청구권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5조를 개정하여 법이 규율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여 새로운 세부 영역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피하자”는 최승철 박사의 문제제
기에 동의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제47조의2(관광통계)에 규정된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수정)
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가능한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
및 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관광할동의 차별금지)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단계적 범위를 차별금지법의 다른 규정과 세계관광기구(UNWTO)의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설지침’을 참조하여 다시 작성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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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47 호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 2 차 추가공고
관광약자들에게 차별없는 접근권 제공을 통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공고합니다.
2018 년 9 월 21 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중국 점자도서관의 촉지 모형_2008배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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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정호균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상 관
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항이 2017.
9. 19. 신설되고, 2018. 3. 20. 시행되었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시행 2018. 3. 20.]

그리고 이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2018. 3. 27. 신설되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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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본조신설 2018. 3. 27.]

[별표 4의2]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신설 2018. 3. 27.]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편의제공 유예기간을 2025년 및 2030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도 정보안내 수준에 그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즉,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및 보조인력 이용 안
내 등 간단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관광시설 접근성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의 실질적 관광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2009. 1. 9.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제30조에 따라 관광지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권 보장 등이 당사국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잘 이행되지 않
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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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
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
장할 것

따라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실
효적 이행강화 등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 번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토론문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발제자들의 발제문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광활동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발제문 1에 대한 의견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공감
발제자1(최승철 박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
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제3절에서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
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만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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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기타 재화, 용역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이 법에서 개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화와 용역에 관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 제15조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차별여부 판단
을 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는 다른 조항과 달리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게 제
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도 더욱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실례로 여수의 대표적 관광지인 오동도의 입구부터 섬 내부까지를 운행하는 일명
‘코끼리차’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다는 진정이 여수엑스포가 개최된 2012년
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적이 있다.
이 진정관련, ‘코끼리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
통수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따른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19조 위반의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려웠다.
한편,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관련 직접차별(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을 금지한 이 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키리차’
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코끼리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고의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고의로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이 법 제15조 제2항(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
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조
사관이 ‘코끼리차’ 운영기관인 피진정기관에 잘 설명하고 그 취지를 이해시킴으로써, 이
진정은 조사과정 중 피진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코끼리차’ 탑승장에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
하고, ‘코끼리차’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탑승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진정 내용이 해결된 바,
지금은 휠체어 사용자도 여수 오동도 관광 시 휠체어를 탄 채로 ‘코끼리차’에 탑승하여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 진정은 피진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민간사업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면 그 결과는 판이하
게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한 편의제공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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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관광사업체 유형 및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
인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발제자1(최승철 박사)은 “단계적 적용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단계적 적
용을 받게 함으로써 민간기관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민간기관에 대해
후 순위의 단계적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갖게 했다. 관광활동 영역
에서의 단계적 적용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광사업체에 대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후 1년 뒤에 1단계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토론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안에 202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사업자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
광사업체”가 당초 규정되어 있어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본 토론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
해명자료를 2018. 4. 18.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제4항은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법 시행일인 2018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로 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시기를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삭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해명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장애인의 관
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도 빈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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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제문 2에 대한 의견
발제자2(김인순 부장)가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신설되는 관광관련 시설은 장애인뿐
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이 되도록 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이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숙박시설에는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
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말한다.)

그런데 전체 객실의 1∼3% 정도만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설치할 경우
장애인용 객실이 이미 다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객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향후 신축되는 모든 숙박시설의 객실에 적용할 경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숙박시설 이용과 관
련된 장애인의 숙박시설 접근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되기까지의 과도기적 단계로 장애인용
객실을 휠체어 사용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실제 장애인용 객실을 운영하는 호텔의 경우 현행 법령상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해 장애인용 객실을 항상 비워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객실을 배정하고 있어, 장애인용 객실을 필요로 하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실제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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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장애인의 국내외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토론회는 그 자체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발제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재화, 용역
에 관한 규정 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숙박시설 등 관
광관련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등편의법령｣의 개정도 반드
시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에 담겨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도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본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
언을 제시하며 본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도 필요
하나, 그 보다 관광사업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를 2017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음식점, 편의점 등의 업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상당수 사업주들이 1∼2명의 장애인 고객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주들은 편의시설이 갖춰졌을 경우 더 많은
장애인 고객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편의
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객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 없이는
장애인의 실질적 관광활동 보장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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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장애인등편의법령｣ 제13조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이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민간에게 편의시설 설치 비
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도 세액공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소수의 지자체에서
경사로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지원 및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노력이 절
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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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2호, 2017.12.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

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
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
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부록 85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
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
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
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
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
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
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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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
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
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
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
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
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
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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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

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
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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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
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

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

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
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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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
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

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
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
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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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
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

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

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
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
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
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
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
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
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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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
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
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
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
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
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16.2.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2017.7.26.>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
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2017.12.19.>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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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
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
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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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
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

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
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
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
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
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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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
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

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
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
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부록 95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

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

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
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
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
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
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
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
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
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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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
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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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
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

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
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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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

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

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

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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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

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
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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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5272호, 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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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8. 6. 20] [대통령령 제28980호, 2018. 6.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8. 21., 2013. 3. 23., 2017. 7. 26.>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
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
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5. 19., 2016. 2. 3.>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

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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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

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
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 6. 19.>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9.>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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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
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
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

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

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 11. 27.>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 11. 27.>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
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

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2.>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
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부록 107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19., 2016. 8. 2.>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7. 7. 26.>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
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1. 5. 19.>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
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 5. 19., 2016. 8. 2.>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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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본조신설 2018. 3. 27.]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
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
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

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 12. 8.>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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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

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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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1. 5. 19.>

부칙 <제28980호, 2018. 6. 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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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개정 2011.12.8>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
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
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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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
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
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
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3의2 <신설 2011.5.19>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7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이동전화 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
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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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4의2 <신설 2018. 3. 27.>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제1호에 해당하
지 않는 관광사업자
114 장애인 관광활동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Ⅰ. 시설의 종류
구분

공통필수

실내 시설

실외 시설

시설설치 내용

편의 시설

수영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
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
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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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일 2008. 5. 3] [다자조약, 제1928호, 2009. 1. 9]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
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
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
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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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
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
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
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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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
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
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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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
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제4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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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
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
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
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
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
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
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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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
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
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
는 태도를 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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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
할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
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
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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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
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
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
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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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
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
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
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
을 마련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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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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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
를 수용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
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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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
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
도록 장려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
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
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
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
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부록 129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
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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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
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
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
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
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
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
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
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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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
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
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
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
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
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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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
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
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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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
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
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
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
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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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
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
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
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
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
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
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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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
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
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
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
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
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
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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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
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
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
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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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
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
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
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
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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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
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
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
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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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다.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
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
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
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
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
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
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
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
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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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
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
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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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 2018. 7. 13]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5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
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
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
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
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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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
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
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
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
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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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
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
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
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
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
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

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
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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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1호, 2018. 7. 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5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2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26., 2009. 1. 20., 2009. 8. 6.,
2009. 10. 7., 2009. 11. 2., 2011. 12. 30., 2013. 11. 29., 2014. 7. 16., 2014. 10. 28., 2014.
11. 28., 2016. 3. 22.>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
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
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
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
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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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
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
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
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
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
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
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
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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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
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
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
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
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
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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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
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
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
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
로 제공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
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
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
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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