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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의 건강-한국Ⅰ

장애인의 건강권 그 온전한 방향은
어디인가?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들어가면서
1980년 제1차 장애인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0차에 걸친 장애인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1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첫
번째 요구가 의료보장으로 전체 30.1%가 희망했고, 그 이후의 실태조사에서도 의료
보장과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는 항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있어 보건·의료는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보장

41.0

14.8

10.5

의료보장

27.6

35.5

11.4

고용보장

9.2

10.5

11.0

주거보장

5.1

10.4

14.7

이동권 보장

3.0

4.5

7.4

보육·교육 보장

1.2

2.2

2.5


1차로 실시된 1980년 이후 2005년까지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매 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1 장애인실태조사가
2008년부터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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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1.4

2.7

5.0

장애인 인권보장

2.5

3.7

5.7

장애인 인식개선

2.0

2.9

3.4

장애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6.0

8.3

14.6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0.5

0.9

1.6

재난안전관리

0.3

0.6

1.5

기타

0.2

0.1

0.3

없음

-

2.8

1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80,340

2,580,340

2,580,340

장애인의 건강-한국

구분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자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장애인 조기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5배나 높고 평균수명도 비장애인
들은 82세인 반면에 장애인은 72세에 불과하며, 장애인 의료비 부담은 인당 연간 439
만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 125만원으로 비장애인 대비 3.5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본
인이 원하는 때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비율이 장애인 10
명당 6명(58.8%)으로 파악 되었고. 장애인이 열악한 외래진료의 환경으로 인해 질병
이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료를 받게 되어 장애인의 입원진료일수는
18일로 전체인구 2.3일에 비하여 7.8배가 높게 나타나 결국 장애인은 심각한 수준의
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의 정의를 “건강이란 질병
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
하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인적자원을 강조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개념으
로서 생활의 목표이기 보다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지원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시혜적 복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뿐, 적극
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대상자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 근거중 하나로 1~3차 장
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건강관련 과제들이 장애인을 의료의 대상으로 제
한적 시각에서 보고 있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장애 관련 치료와 재
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2
2 박종혁. 장애인 건강증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2010. (http://basilica.co.kr/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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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장애인 건강권을 언급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제 25조이다. 이 조
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사국들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
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
의료기본법」 제34조와 45조, 「장애인복지법」 제17조와 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31조에서 장애인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이 강조된 이후로 국제 사회에서 건강권
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 법)이 제정 되었고, 2017년 12월
30일 시행되었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제정 이유를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
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건강권법’의 문제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
분 중,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개선 및 보완 되어야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용 내용과 쟁점
그동안 장애인건강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
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시설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
할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가난한 장애인
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권리들이 무시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열악한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지원과 제
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통과된 ‘장애인건강권
법’이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를 했지만, 정작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기
득권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무사안일의 공무원들에 의한 생각과 태도는 결국
장애인들에게 실망감으로 되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하위법령 또한 ‘장애인건강권법’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결국 ‘장애인’은 온데간데없었다. 이에 장애계에서 공동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대응 해왔으며,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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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위법령

문제점
장애인의 건강-한국

1.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 및 편의제공 문제 해결
-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
근 및 이용 보장 등)

-장애인의 물리적 의료접근성 개선 불가능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미흡

- 시행령안 제4조(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등)
2.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문제 해결
-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 방문진료 시행령안 없음
3. 건강주치의 실효성 문제 해결
-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 시행령안 제5조(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 시행령안 제7조(주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 시행령안 제8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4. 장애인차별 해소를 의한 의료인 인권교육 문제 해결
- 장애인건강권법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 시행규칙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실시 등) 2항
5.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문제 해결
-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시행규칙안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 시행규칙안 제3조(검진기관 지정 취소)

6.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 해결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 시행규칙안 제7조(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본법에서 명시하도록 한 방문진료사업의 시행령
안 없음
방문진료사업 대상·기준 및 방법의 구체성 담보
필요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제도 도입 무색
- 협소한 중증장애인의 범위
- ‘主’치의가

아닌 ‘多’치의로 변질, 이용 시 본인부
담금만 증가
- 정보제공의 실효성 미흡
- 장애인의 주치의 선택권 보장 미흡
- 의료분야에서의 장애인차별 해소 및 건강권 이
해 증진 내용의 부재
- 맞춤형 장애인건강검진의 사장화로 장애인은
비싼 검사비용을 자부담으로 해결
- 복지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명시 미흡
- 장애인 환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장비 비치 의무화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자진 취소 시, 유예기관
없이 재지정 가능
-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혼선 야기
- 장애인복지법과의 상충
- 상위법 위반
- 의사처방에 의한 바우처 제도로 이용가능성 낮음
- 경제적 사정으로 제때에 병의원에서 진료도 못

7. 장애인의 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해결
- 장애인건강권법 제17조(의료비 지원)
- 시행규칙안 제9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받는 현행 제도의 복사판
- 방치되는 비급여 보장성
- 임의 조항으로 인한 정책시행의 불확실성
- 법률에 명시 없는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은 수입
증가, 의료비지원 명시에도 장애인 자부담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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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의 실제 가동될 하위법령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과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들이다. 실제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실행
하기 위한 실천적인 ‘장애인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이 장애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같
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외면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건강의 회복, 장애로부터의 재활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지역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건강의 문제는 특히 국
가적 차원의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진일보하는 법률이 되길 바란다. 장애로 인한 건강 및 의료적
문제들의 해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권리
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장애인 건강권의 발전 방
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마무리 하면서
장애인의 건강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권은 장애
인이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는 건강권에 필요한 다양한 시
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계의 보건
의료는 전문가적 중심의 의료와 시혜적인 관점만으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과거 장애개념이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
점으로 변화했고, 시설중심의 정책과 제도에서 자립생활과 통합의 정책과 제도의 관점
으로 변해왔다.
이에 따라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
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진정성 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표 2>에서 언급한 최소
한 7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이 마련이 되어야 법의 실효
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이라 명시된 법률적 의미는 보건복지
부나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족이나 차별적인 다른 국가사업을 핑계로 장애인에게 건강
보건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늦추는 것이 정당화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심각한 수준의 건강문제는 하위법령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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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결 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 법률이 병원중심의 의학적이고 의료적인 관점과 전
문가 중심의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에 역행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이 인권적 측면에서 이해되고 장애인당사자 중
심의 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적절한 재분배와 역할의 수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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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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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의 건강-한국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김지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부연구위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통신 기술로 정보 및 통신
기기들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이용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의 모든 방법을 의미
하며, 대표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모바일(mobile),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등이 있다. ICT 기술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ICT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장애
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에게 기능적 제한을 보조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장애인을 더 움직이게 하
고, 밖으로 나오게 하며, 함께 어울리게 하여 장애인이 보다 전인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용 로봇 기술로 더 자유로워지다
EBS에서 방영된 장애인의 날 특집 다큐 “다시 서다”에서는 하지마비 장애인 김상헌
씨가 보행보조 외골격 로봇(웨어러블 로봇)의 도움으로 걷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림
1]. 김상헌씨는 꽤 많은 시간 동안 외골격 로봇(웨어러블 로봇)으로 걸음 연습을 한 결
과 딸의 첫 생일에 본인의 힘으로 걸어가고 일어서서 딸을 안아볼 수 있었다. 모두를
뭉클하게 했던 순간이었다. 여행 중 뜻밖의 사고로 인해 하지마비 진단을 받게 된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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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씨의 소원은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이
장애인의 건강-한국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이다.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는 외골격 로봇(웨어러
블 로봇)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그의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공학도 정윤정
씨는 미국에서 외골격 로봇(웨어러

[그림 1] EBS “다시 서다” 2018년 4월 20일 방송
캡쳐 <출처: EBS>

블 로봇)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회사
‘수트X’를 공동으로 창립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의료용
보행 로봇 개발에 매진한 정윤정씨는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가볍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피닉스를 개발하였다 [그림 2]. 특히 본 제품은 착용한 상태로 휠체어에 앉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영상에서는 피닉스를 체험 중인 한 하지마비 장애인이 휠체어로 마트에 가서 높은 판
매대 위의 제품을 잡기 위해 스틱을 잡고 일어서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보행 보조 로봇들은 재활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처음 보
행보조 외골격 로봇(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걸음을 내딛는 하지마비 장애인들은 조
금만 걸어도 현기증을 느끼며 땀을 비 오듯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소 사용하지 못
했던 하체에 체중이 가해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은 전기로 자극을 주는 근육 유지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하체 근육에 자극을 줌으로 근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얼마 전 국내 한 기업의 외골격 로봇(웨어러블 로봇)이 의료
기기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하버드대학교 바이오디자인연구소의
코너 월시 소장은 바지처럼 착용하는 바
지 형태의 소프트 엑소 슈트(외골격 로
봇)를 개발하였다 [그림 3]. 이 제품은
입은 사람의 걸음걸이에 따라 힘이 덜
들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걸
[그림 2] 연합뉴스 2017년 7월 1일 방송 캡쳐
<출처: YTN>

으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갈 때 옷감과
연결된 와이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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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장애인들
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것이며, 무엇보다 보행을 보조
함으로 편마비 장애인들의 신체 쏠림이나 틀림 현상을 방
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용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국내에서 의
료 기기로 인정받은 한 외골격 로봇(웨어러블 로봇)의 가
격은 약 6,000~7,000만 원 대선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
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가격이다. 또한 실제 사용을 위

[그림 3] 소프트 엑소 슈트
<출처: 하버드대학교>

해서는 착용 후 걷기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아직은 제한적이다. 병원에서 재활 보조기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재활치료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추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로봇
원천 기술이나 재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로봇을 이용한 훈련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의 도로나 거리
에 적합한지 조사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조 기구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 연
구 또한 필요할 것이며, 지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지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른 바
‘U-health Care’라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운동 관련 컨텐
츠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삼성에서 출시된 갤럭시 워
치의 경우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식사, 물, 카페인 등 섭
취한 칼로리를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신체활
동량, 심박수 등을 통한 칼로리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
다 [그림 4]. 또한 운동 시 심박수를 측정하여 고강도 운
동과 중강도 운동을 각각 체크할 수 있으며, 데이터들은
[그림 4] 갤럭시 워치
<출처: www.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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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내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기 용이하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SNS)를 이용하여 병
장애인의 건강-한국

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예약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예방적 처치와 간단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원격 진료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종신고 4만 건 중 약 1만 건이 장
[그림 5] 키코(KEYCO)
<출처: www.sktelecom.com>

애인 관련 실종신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
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찾기 더 어려운 실정이다. SK텔레콤의 IoT기기 ‘키코
(KEYCO)’는 내장 GPS로 사용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알려줌으로 실종을 최대한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 키코는 실시간 위치 확인뿐 아니라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
역을 벗어날 경우 바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안심존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이
동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실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개선 및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가장 먼저 보완해야할 점은 접
근성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접근이 쉽지 않
다. 이러한 기기들은 손만 닿으면 조절되는 센서로 이루어져 촉각정보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또한 고령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
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음성이나 촉각, 청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을 활용하여 조금 더 사용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다
국내 한 통신사 LG 유플러스의 광고에서
척수장애인 아버지와 시각장애인 어머니 그
리고 청각장애인 딸이 등장하여 많은 이들
의 감동을 자아냈다. 매번 자녀들의 도움

[그림 6] LG 유플러스 광고 “괜찮아, 아빠가
할 수 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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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야했던 척수장애인 아버지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이용하여 아침에 일어나
음성으로 커텐을 열고, 텔레비전을 켜고, 평소 딸이 가고 싶어 하던 만화 박물관을 검
색할 뿐 아니라 전시물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시각장애인 어머니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이용하여 사랑하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집
안의 전등을 켜고 끌 수도 있게 되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자주 드라이기나 텔레비
전을 켜고 외출하던 청각장애인 딸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처
끄지 못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끌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물을 연결해주는 사물인터
넷(IoT)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적용한 시각 및 청각 장애를 위한 보조기기들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웨어러블 기기는 눈 앞의 글자를 소리로 읽어주거나 이
미지 정보를 소리로 변환하여 전달해준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
형 목소리 서비스 기기는 가족이나 친지 등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의 음성 정보를 각
각 개별적으로 가공하여 자신만의 고유 목소리를 창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빅데이터로 장애를 예방하고 예측하다
빅데이터는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형태 또한 문자 및 영상 등 모든

[그림 7]
자료: 고숙자 & 정영호(2012.11). 국민건강 미래예측 시스템 구축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9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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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뜻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
장애인의 건강-한국

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수집된 빅데
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기업, 의료, 도시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7]. 미
국 국립보건원은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 및 분석할 수 있는 질병치료체계를 마련하여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관리 및 예측을 실시하고 있다 (송태민, 2013). 최근에는 인공
지능(AI)을 이용하여 수만 명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여 그 알고리즘을
찾아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을 추론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
치료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치료를 넘어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신생아 유전체 데이터가 축적되면 추후 산전
검사에서 산모의 혈액만으로 새로운 유전질환의 발견이나 질환 발생 등에 대한 예측
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의 경우에도 영유아기 시기의 언어나
행동 및 부모의 성향 등 각종 데이터를 축적하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장애에서 특징적으로 이환되는 질환에 대
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이를 이용한 예방적 차원의 장애유형에 따른 처방이 가능해
질 것이다. 실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
환의 유병률이 높고, 조기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곧 장애인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조기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궁
극적으로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장애인은 비
장애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적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국가승인통계 중 장애와 관련된 빅데이터는 10개 미만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나 병원을 활
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구축된 빅데이터의 관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정보 보안이나 개인사생활침해에 대해 법
제 개편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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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ICT 기술의 발달은 장애인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활동영역을 넓히며, 궁극적
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이러한
ICT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홍보, 보다 용이한 접근성 등 정부 차원의 정
책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한계가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며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동시에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며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
식이 함께 변화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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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의 건강-한국Ⅰ

장애인체육 발전 역사와
국제 교류 현황
이정민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선수위원장)

장애인 체육이라 함은 체육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
동을 의미하는 보편성을 띤 전문용어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과 체육을 결합하
여 만든 용어이다. 체육에 대한 정의는 학문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활동
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 이라고 한다. 이러
한 정의는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학교체육(Physical education), 스포
츠(Sports), 게임(game), 놀이(Play), 운동(exercise), 신체활동(physical exercise) 등으로
분류하고 영문 표기를 다르게 하면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체육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법률은 없다. 국민체
육진흥법의 목적(제1조)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
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국민의 권리에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국민만을 대상
으로 체육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근대적 의미의 체육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일
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2년 3월 28일 훈령 제43호로 ‘조선총독부 제생원관제’
를 제정 공포한 다음, 동년 6월 1일에 제생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한국 최초의 공립
특수교육기관인 제생원 맹아부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내용에 체조 교과목을 포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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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부터이다. 제생원은 12세 이상 20세까지의 맹아자가 입학할 수 있었으며, 수업
장애인의 건강-한국

내용은 보통학교의 수신, 국어(일어), 조선어 한문, 산술, 이과, 창가, 체조, 도화, 수공
등의 교과목과 동일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제생원은 국립맹아학교로 명칭이 변경
되고 1959년 국립 맹학교와 국립 농학교로 각각 분리되었다. 이 당시 두 학교에서의
체육 교육 과정은 일반학교에서의 보건과와 체육과의 교육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그 시대의 스포츠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
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당시 인기 있는 야구 및 축구와 같은 스포츠 라디오 중
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교교육 내용에는 있었으나 시각장애를 이해하고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교사가 드물었기에, 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의 한계를
느끼던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라디오를 듣고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를 자신들에
게 적합하게 변형하며 즐겼다. 이에 따라, ‘방에서 하는 야구’라는 말을 줄여 ‘방야’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었고, 1970년대는 축구 경기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시대
로서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축구공 대신에 플라스틱 돼지저금통에 돌을 넣어 구
를 때 나는 소리를 듣고 축구를 즐겼으며, 일본에서 유래된 경사판을 이용한 시각장
애 탁구 경기가 보급되면서 학생들은 밤새며 탁구를 즐기기도 하였다. 한편, 청각장
애가 있는 학생들은 시각장애 학생들보다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적었
기 때문에 축구, 농구, 유도, 배구, 씨름 등의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하
여, 1963년에는 계절 활동으로 6일간 (8. 7~12) 제 1회 농아학생수영강습회를 한강에
서 개최하는 등 장애가 있는 학생이 체육활동을 하기에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
육활동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11월 23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서울 패럴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패럴림픽은 서울 올림픽 직후인 1988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61개국 7,242명의 선수가 참가한 대회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의 시작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후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잉
여금으로 장애인체육과 복지를 담당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1989년에 설립되었
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적인 체육행정

시스템이 아닌 장애인복지차원에서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국
민체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올림픽과 패럴림픽 공
동개최를 명문화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 와 국제장
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s)의 협약에 따라 전문화,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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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화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
애인들의 욕구가 급증하고 장애인체육 선수들을 중심으로 복지가 아닌 국민체육으
로서 인정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로 이관을 주
장하였다. 이에 2004년 12월에 정부의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장애인체육을 문화관
광부로의 이관을 결정하였다. 2005년 1월 28일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장애인 체육의 현안문제와 앞으로의 비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장애인체육회 설립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정관
제정 등 전반에 관한 설립준비를 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
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6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의결, 7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개
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10월 26일에 공포되었다. 동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66인
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2005년 11월 8일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창립 발기인총회를 거쳐
11월 26일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설립하게 되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등 각종 국제장애
인스포츠기구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의
국내 회원단체가 장애인 스포츠 관련 교류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통합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국제장애인스포츠 인력의 부족과 역량 부족으로 변화하는 국제장애인
스포츠 계의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같은 기
능과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2006년 5
월 12일)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로서 KPC는 국제장애인올림
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그리고
회의 참가국들의 국제장애인스포츠 교류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장
애인국제스포츠기구로 자국의 인사를 진출시키고 배출하는 것은 자국의 장애인스포
츠 위상은 물론 국제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점으로
장애인스포츠 주요 인사들이 국제 무대를 향해 진출하였다. 특히, 1989년 설립된 국
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우리나라 인사 진입은 특별히 큰 의미가 있었다. 위원
장을 포함 15명의 집행위원이 활동 중에 있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대한민국
은 초대 집행위원회의 일원으로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었던 조일묵 총장이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어 1989년부터 4년간 활동한 바 있다. 그
이후 2009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초대 회장이 선출 직으로는 처음으로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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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선되어 4년간 국제장애인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패럴림픽무브먼트 실현을 위해 우
장애인의 건강-한국

리나라를 대표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그리스 아테네
에서 거행된 제16차 IPC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 했으며 연이어,
2017년 김성일 전 3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는 휠체어육상 홍석만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 IP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며 국내 장애인 선수의 국제전문인력 참여 수준 향상에 큰 발전
을 보여주었다. IPC선수위원회는 장애인선수들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 및 의견 수렴
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은퇴 이후 진로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만들
고 공유한다. 아울러, 2006년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과 아시아장애인
올림픽협의회(Asian Paralympic Committees)가 합병되면서 설립된 아시아장애인올림
픽위원회(APC)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의 집행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2006년 초대 APC 집행위원으로 박창일 부위원장과 김임연 선수대표가 활동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민규 부위원장을 포함 총 3명의 집
행위원이 활동하였고 이후,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유호경 선수위원장이 2018년까지 4기 임기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전 조정 및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출신
이정민이 선수위원장 및 집행위원에 당선되어 2022년까지 4년 임기의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렇듯 장애인체육의 국제스포츠교류는 국내의 전반적인 장애인체육 수준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와 KPC에 대한 국제
적 신뢰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국제적 우의 증진과 전략적 국제교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국제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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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의 건강-호주Ⅰ

호주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 및
프로그램
정용문 (시드니 공과대학 사회 및 정치학과 박사)

법적, 제도적 환경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은 그 정의상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불편함(impairment)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비장애인의 건강상태 간의 격차에는 일
정부분 불가피한 점이 있다. 호주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들에 비해 건강상의 불이익
혹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증(severe or profound) 장애인의 46%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 반해 비장애인의 그 비율은 5%에 머문다. 장애인
들과 비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격차는 정신건강, 당뇨, 후천성 관절염, 골다공증, 비만
발생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된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0).
장애 여부는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기대수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ittles et al.,
2002).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는 종종 장애인의 생물학적 요인(선천성 장애 등)이나 라이프
스타일 요인(운동량이나 흡연 등)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장애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넘어서서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악화 혹은 경
감될 수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생물학적 혹은 라이프 스타일 요인뿐만 아
니라 장애인이 상호작용하는 제반 환경적 요인에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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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08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장애인의 건강-호주

Disabilities)’을 비준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했다. 이 비
준에 의거하여 호주 연방정부는 ‘국가장애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을 마련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채택된 원칙들을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
한 모든 수준의 정부가 정책,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
록 정책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장애전략’은 단지 장애인의 건강권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 경제적 안정, 교육, 생활지원, 장애인 권리 및 법적 보호 등 총 6개를
핵심 개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의 건강과 웰빙에 관해서는 크게 다
음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1) 모든 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인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구축, 2) 시의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
하며, 장애 조기 발견 및 에방 방안을 구축, 3)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보조인
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인 건강 시스템 개혁, 4) 사회참여와 관계, 서비스
선택권 등 장애인들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정부 정책과 프로
그램 설계에 통합적으로 고려(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11)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또다른 법령으로는 ‘장애인차별금
지법(Commonwealt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이 있다. 상기 ‘국가장애전략’
은 장애인들의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 개발 지침 제공에 촛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보건 서비스 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장애전략’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권 만을 다루는 법령들은 아니다. 즉, 고용이나
교육 등 여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령들이다.
호주는 연방정부 체계로서 주정부(States and territories)가 세부 정책 설계 및 전달
에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장애전략’과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기반하여 각 주정부들은 주정부 상황 및 욕구에 기반한 독자적인 법령, 정
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의거하여 ‘장애포용법(NSW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을 도입했으며, 병원과 보
건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친화적인 서비스와 환경을 갖추도
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포용법’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정부 보건부(NSW
Health)는 ‘장애인 포용 실행계획(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 2016-2019)’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NSW Ministry of Health, 2016). 빅토리아주 역시 기존 장애인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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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새로운 ‘장애인법(Victorian Disability Act 2006)’을 제정했으며,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장애인 실행계획(Disability Action Plan 2017^2020)’을 운영하고 있다(Victori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비록 상호 독립적이기는 하지
만 각 주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은 상위 법령 및 정책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호주의 장애인 정책 체계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는 호주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책으로서, 2013
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가장애보험제도는 기존에 주정부 책임하에 있던 장애
인 서비스 정책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불가피하
게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장애보험제도는 자율돌봄(self-directed care) 모델에
기반한 혁신적인 정책으로서, 과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과 달리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예산 사용권을 부여하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권
과 통제권을 강화한 방식이다.

건강권 보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장애인들의 건강권은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으나, 크게 지역사회 내에서
의 일상생활과 보건서비스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장애보험제도의 책임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장애보험제
도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과 건강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장애보
험제도 하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
동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포괄적이며, 여기에
는 개인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고용을 통한 신체 활동, 스포츠 레슨 코치 고용, 운
동 생리학자를 통한 건강 조언, 영양학자를 통한 식이요법 조언 및 계획 등 장애의 영
향을 받는 건강 및 웰빙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2018).
이 외에 주정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포츠 활
동 참여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포용적인 스포츠 및 레저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정부는 ‘빅토리아 체육회(Stat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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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s)’와 함께 ‘모든 이에게 기회를(Access for All Abilities)’이라는 장애인 스포
장애인의 건강-호주

츠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빅토리아주의 ‘장애인법’과 ‘장애
인 실행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등록된 각종 스포츠 및 레저 클럽은 지원금을 사용
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장애인들은 스포츠 클럽 가
입비와 교통비를 국가장애보험제도를 통해 지원받는다. 장애인들은 스포츠 활동 참
여를 통하여 신체 기능을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소속감 및 연계성 향상을 통해
정신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Sport and Recreation Victoria, 2018).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웰빙 보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불가
피하게 일반의, 전문의, 치과 등 병원 및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보건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한 다양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5명 중 1명의 장애인들은 비용 문제로 병원
서비스 이용을 지연하거나 단념하고 있으며, 5명 중 2명은 의료 서비스 시설 출입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명에 1명 정도는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8).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 및 보건서비스 구축을 위한 접근들은 매우 다양하다. 뉴사우
스웨일즈주는 ‘장애인 포용 실행계획’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
고 있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우를 받도록 세부전략들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의료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장벽 감소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
는 모든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시설이 장애인에게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 욕구를 충족하지 않은 시설을 발견할 경우 장애인은 호주인권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8). 호주는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가능한 설계 가이드라인(Australasian Health Facility
Guidelines)’을 구축하고, 상세한 설계 표준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최대화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Australasian Health Infrastructure Alliance, 2015).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장애인 포용 실행계획’은 의료서비스 개선 과정에 장애인들의
경험과 욕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는 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설 내에 머무는 동안에 장애로 인한 어떠한 장벽 없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정부 보건부는 보건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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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장애인 서비스 표준과 관련한 ‘정책 지침(Responding to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y during Hospitalisation)’을 시행하고 있다(NSW Ministry
of Health, 2017b). 이 지침은 사람중심 서비스(person-centred services), 접근성, 의사
소통, 그리고 유연한 서비스(reasonable adjustment) 등 네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각
원칙별로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 주권 강화 기대
대체로 호주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활 전방
위에 걸쳐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장
애인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별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
다(NSW Ministry of Health, 2012, 2017a). 아울러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 시행으로
장애인은 자신의 건강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 장애인들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단지 수령자가 아닌 구매자 혹은 설
계자로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증가된 힘과 권리를 통해 호주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건
강 욕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가 크다. 호주의 실험적
접근법이 앞으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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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의 건강-일본Ⅰ

일본의 장애인건강증진·
운동의학지원센터
김재열 (동경대학 환경학 박사)

들어가며
일본은 2010년부터 만성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 또는 노화성 변화를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의 활동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건강촉진센터」를 개설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둘러싼 일본의 사회 환경이 크게 바
뀌면서 장애인의 활동지원범위가 생활 활동 유지에서 장애인 스포츠로까지 확대된
「장애인건강증진·스포츠과학지원센터(2013년)」가 개설되었다. 최근에는 스포츠청
이 설립되면서 보다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건강증진·운동의학지원센
터(이하, 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
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전국적으로도 복지·교육·의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인의 생활에 운동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건
강 증진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장애인의 보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당사자가 장애로 인한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
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각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 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지식의 축적·네트워크 형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만성기
장애인의 건강관리·건강·생활지도·운동지도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체
부자유자,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운동프로그램과 영양지도를 통해서 체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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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
장애인의 건강-일본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외래이용자의 운동프로그램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장애의 종별에 관계없이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몸
을 더 움직이고 싶어 하는 외래이용자에 대해서도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건
강증진센터에는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병원에 체육관을 병설하여 운동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일반병원과 다른 점이다. 운동프로그램은
체력 향상과 체중 조절의 목적 이외에도 몸을 움직이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컨디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운동프로
그램을 통해서 만성통증이 완화된 사례와 활동도 향상을 통해 건강이 증진된 사례 등
도 보고 되고 있다.

[그림 1] 체중 측정과 건강만들기
자료: 일본 장애인건강증진·운동의학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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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의 영양정보제공 및 영양지도
장애인의 비만 대책은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식생활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효
과적이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양지도를 도입하고 있다. 평소의 식생활
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간식의 내용과 양이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주 화요일에 외래에 영양정보를 게시함과 동시에 건강증진센터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조리법 코너를 만들어 단순히 먹는 양을 제한하는 것
이 아니라 음식을 즐기면서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지식
을 배울 수 있는 건강교실은 연 6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주로 자립지원
국 이용자이지만, 외래이용자도 참가 가능하다.

[그림 2] 병원 외래 영양정보 코너
자료: 일본 장애인건강증진·운동의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립지원국에서의 건강관리
자립지원국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고차뇌기능장애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병증이 있는 이용자도 증
가하고 있어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증진
센터에서는 자립지원기관의 건강관리실과 협력하여 정기 건강진단과 생활지도를 실
시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해당자를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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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의 건강-일본

건강증진센터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새롭게 「장애인 검진」을 시작하였다. 장애인
검진은 만성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해 청취하고, 생활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서 당사자가 현상을 이해하고, 불안에 대한 조언을 들
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혈이나 엑스레이 등 검사는 실시
하지 않고, 부담 없는 진찰비로 당일 진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성기의 장애인 중, 일단 정기적인 통원시설이 정해지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은 경과가 길고 여러 질환이 관여
되어 상태가 복잡할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져 새로운 의료기
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원시설의 주치의가 문제
를 인식하고 소개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원시설의 의사도 자신이 주치
의라는 자각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생활 기능의 저
하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
애인 검진은 1인당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리와 필요한 대응에 대해서 중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다.

장애인 스포츠지원
건강증진센터는 스포츠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명칭 변경에서 스포츠 부분
이 운동으로 바뀌었지만, 지원방법에 큰 변화는 없다. 어떤 스포츠든 몸에는 평소보
다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그것은 건강증진에서도 기록을 경쟁하는 대회에서도
본질적으로는 같다. 스포츠를 하는 동안 부하가 걸리는 부분에는 근육과 관절뿐만 아
니라 피부처럼 몸 표면이나 순환계 등 내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
은 중심을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복이나 부상의 위험이 있
다. 이러한 운동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장애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자각증상에
의지하여 안전관리측면에서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
는 곳이 운동의학지원센터의 역할이다.
일반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종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단계가 되면 종목에 따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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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도 지원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는 체육관이나 그라운드를 시간을 정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비장애인
이 조깅을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캐치볼
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 경기용 휠체어에서 연습
자료: 일본 장애인건강증진·운동의학지원센터 홈페이지

패럴림픽 협력
지속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장애인들 중에는 경기 및 대회에 참가하여 결과를 겨
루는 선수들도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력이 높은 선수는 일본대표팀의 강화지
정 선수가 되어 패럴림픽을 목표로 하게 된다. 패럴림픽의 경기 종목수는 하계 25개
종목과 동계 8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패럴림픽의 선수단은 지난 런던대회의 경우 125
명, 강화지정선수를 합치면 약 1,000명 정도로 규모가 큰편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패
럴림픽위원회(JPC)는 최근 2년 동안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일본의 패럴림픽 역사에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온 분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현재 건강증진센터는 일본 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도쿄 패럴림픽에 대한 협
력요청을 받아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부서와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일본 장애인건강증진·운동의학지원센터, http://www.rehab.go.jp/health_promotion_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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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의 건강-영국Ⅰ
장애인의 건강-영국

영국의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Everybody Active, Every Day
조은애 (영국 요크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오래 살자(Moving More, Living More)’. 2014년 영국 정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1의 슬로건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 모두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과 건강한 삶에 주체적인 책임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포한 것과 다름 없
는 일이었다. 캠페인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활발한 신체활동이 개인과 사회의 건
강 증진을 도울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 잠재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Public Health England(PHE)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에는 현
재 1,150만명의 장애인이 있고 그 중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42%)은 비장
애인(21%)보다 두 배 더 많았으며 이 중 350만명의 성인 장애인들은 신체활동 부족으
로 인해 건강 악화의 잠재적 위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장애인 5명 중 4명은 신체활동
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염려와 접근성 등 외부요소로 인해 비장애
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4년에 개정된 돌봄법(Care Act 2014)에는, 국민건강서비스(NHS-Healthcare)
와 지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Social Care)를 통합2하여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하
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제도의
1 ‘Moving more, living more’ 캠페인 관련 정책 문서 수록 사이트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ving-more-living-more-olympic-and-paralympic-games-legacy
2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로 ‘Healthcare’라 불린
다. 그리고 각 지역자치단체(Local Councils)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Social Care’라 일컫는다. 현재 영국에서
민관의 통합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은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지역 한 곳뿐이다.

KoDDISSUE

33

KoDDISSUE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의 편의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6년 간 영국 정부의 보건복지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
여 NHS를 비롯하여 지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까지 타격을 주었다3. 그 결과,
기존에 운영되던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시설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
다. 국가의 예산 삭감은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개
인 중심으로 개별화(personalisation)하여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
에서 이루어졌지만 국가의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에 국민들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은 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정치적 퇴보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지역사회에 널리 분
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역할 덕분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 중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3곳의 단
체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Disability Rights UK : 장애인들의 권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영
국의 비영리 자선단체의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이다. 단체의 85%가 장애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비롯하여 고용, 평등, 공공
의 인식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사회적 영향을 주기 위해 캠페인과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등과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와 공동으로 ‘영국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삶4’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비롯한 영국에 거주하
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NHS
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살
펴보면,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들
의 건강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의 불편함과 접근성의 불평등이 주요 문제로
간주되었다. 장애인들의 고용과 소득 불평등 문제도 결국에는 신체적 건강이 우
선 보장되어야 직장을 갖고 안정된 소득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를 무려 280억파운드 삭감하였고, 이는 휠체어와 장애인차량 서비스 지원
3 2013년
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자립하여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시설로 몰아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박
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and Human Rights Commission 보고서 게재 사이트 :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
4 Equality
publication-download/being-disabled-britain-journey-less-equal

34

KoDDISSUE

이 보고서를 통해 단체는 영국 정부에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
장애인의 건강-영국

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 장애
인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장애인
들의 다른 욕구도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연구 조사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와 개별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년 1만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권
리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Sport England5 : 나이, 배경, 능력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
람이 동등하게 운동과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비전
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단체는 현재 복권기금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
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직접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
에 다양한 외부 단체들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
는지 장애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근 방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시설
을 신설하고자 하는 곳이 있을 경우, 장애인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대한 고
려하여 시설 내^외부를 디자인하는 건설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작되
었다. 나아가 단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같은 기관을 발굴하여 투
자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6-2021년 ‘활동적인 국가를 향해(Towards an
Active Nation)’란 제목으로 5개년 전략을 세워 신체 활동에 있어 평등이라는 의미
를 장애와 비장애의 평등으로 국한하지 않고 나이, 성별, 인종의 차별 없이 인간
으로서 동등하게 신체 활동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
의 건강 증진이라는 단체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Sense6 : 이 단체의 역사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신 중 홍역을 앓아 뱃
속의 태아에 영향을 주어 시각장애 아기를 낳은 두 엄마의 대화에서 처음 시작
되었다. 두 여성은 자녀들이 장애를 갖고 성장해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5 Sport England 홈페이지 : https://www.sportengland.org/ 참고할만한 정보가 가이드북 형식으로 있어 유용하다.

홈페이지 : https://www.sense.org.uk/?gclid=EAIaIQobChMI7q_G7Y_p3gIVarXtCh0i6 Sense
AwQKEAAYASAAEgJ5fv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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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
민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움직
였고,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과 연결망을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
을 주고받으며 배우고 가르쳤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 시작하였
지만 현재는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및 성인 장애인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나눔가게(charity shop)를 운영하
고 있으며 후원금을 비롯한 가게 운영 수익으로 단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
는데 매년 이들의 평균 모금액은 6천만 파운드에 달한다. 지난 2년 동안 Sense는
‘Sport England’와 협약을 맺고 의사소통 욕구가 있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
에게 요가, 탁구, 테니스, 농구, 아이스스케이트, 댄스 등 다양한 스포츠 활
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관리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 현재까지 런던, 중부, 북부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을 제공받았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과 가족들까
지도 사전 훈련을 받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 단체에서는 운동이나 예술 등 적절한 신체활동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림 1] 런던마라톤-자선단체 운영기금 모으기 운동 中

 체활동 프로그램지원 관련 기사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gallery/2018/oct/02/sporting7 신
chances-activities-for-people-with-disabilities-in-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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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에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신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의 건강-영국

가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위 단체들을 포함한 수많은 자선단체에서 운영기금 모으기 운동을 위해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는 ‘마라톤 행사’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마라톤을 비
롯하여 각 도시 별로 진행하는 마라톤 행사만 연간 100건이 넘는다. 행사에 참여하
는 시민들은 여러 자선단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가비를 납부하면 단체에 기부가
됨과 동시에 단체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뛰게 된다. 그 자체가 단체의 홍보가
되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뛰는 캠페이너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
어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늘리고 비장
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국가에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와 내 이웃은 진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라톤 참가와 같은 작은 노력이라도 시도해본 적이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되기 시작
한 지금 국가의 움직임에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와 이웃이며 화합
을 통한 지역사회의 노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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