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세종지부(준)

공동대표문경희





사진출처 : 비마이너





2005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제정된지올해로 16년이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 운행업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전체노선
58개

280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교통

6개노선

Brt 990, 900번 (전체 저상버스)

B5번 991번 5대 655번 2대, 601번 7대

201번노선은저상버스 시범운행중

16대리프트

1대승용자



세종시에서운행하고있는저상버스와누리콜



이동권투쟁과 80여일간의농성장활동일지



지난 10년간 세종지체장애인협회는 독점적 위탁 운영으로 관리부실과

사회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세종시와 세종지장협은

10년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

- 급증하는 이용자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 운전원들에게 장애인권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 난폭운전, 불친절, 폭언, 음주운전, 비장애운전원이 장애인 운전원

폭행 등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세종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고 수수방관하여, 급기야 운전원이 이용자 중 지적장애여성을 성희

롱하고 성추행한성범죄사건까지발생하자

누리콜이용자들과 누리콜 노동조합 그리고 세종시민 단체들과 전장

연이 연대조직체를 만들어

세종시장애인이동권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8/12~ 누리콜 24시간 바로콜을 요구하며 28일간의 교통약자 당사자 1인

피켓팅 시작

2020/8/7 담당 공무원의 장애당사자 운전원의 비하발원으로 누리콜노동조합

선전전 시작

10/27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철폐 2탄. 국토교통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이동권 차별철폐, 세종특별자치시청 특별교통수단 문제해결 1차 투쟁결의대회

11/2 교통과 항의방문

11/3 시장면담

11/9 교통과 국장면담

11/10 세종시의회.누리콜 시민대책위 토론회

이동권투쟁과정



11/12 도시교통공사 사장실 방문

11/19 - 세종지장협 누리콜 위탁 저지! - 교통약자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춘희시장님! 10년간이나 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 누리콜을

맡기려는 이유가 뭡니까?”

11/20 공공운영촉구선전전시작

11/24 세종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방문

11/25 세종시의회의장면담

11/25 민간위탁동의안저지를위한의회방청피켓시위

12/3 세종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주최간담회

12/14 세종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대책위 3자회동



12/14 세종시는장애인특별교통수단운영을공공화하라! “세종시 ‘누리콜’ 운영공공화를위한 2차

1박2일농성결의대회”

12/14 세종시청 1층로비노숙철야농성

12/14 세종시청천막농성돌입

12/15 3차시의회민간위탁동의안통과합의

12/16 민간위탁동의안시의회통과

12/24 세종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대책위 1차협의

21/1/6 세종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대책위 2차협의

21/1/7 세종시청 1층로비 3차집중결의대회

21/1/27 세종시장면담

21/1/28 세종시브리핑을통해장애인콜택시운영개선방안발표 (교통공사공모참여)

21/2/17  세종시 ‘누리콜’ 공공운영촉구 4 결의대회”





1. 누리콜세종시직접운영 (미정)

2. 이용자등록확대방안마련

3. 즉시콜시행 (미정)

4. 휴일및공휴일운행차량증차

5. (평일운행수주의 60%이상운해)

세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운영 촉구를 위한 누리콜 8대 요구안 중 부분 관철된 사항

5.   누리콜차량 2배이상증차

1. (2021년 8억 증액 21억으로들어났으며

2. 리프트차량6대증차와바우처택시도입확정)

6.   차고지제2 분소마련

1. (제2분소 신도시 만련 확정)

7.   24시간운행 (미정)

8.   시외지역연계방안마련



- 국회도 오는 ‘행정수도’ 되는데… “장애인은시민이 아닌가”
-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