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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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 인권



인
권

H
u

m
a

n
 R

ig
h

ts

개
발

D
e
v
e
lo

p
m

e
n

t

평
화

와
안

보
P

e
a

c
e

 &
 S

e
c

u
ri

ty

유엔의 3대 핵심과제 (Three Pillars)

유엔과 인권



1.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1948 세계인권선언 제1조)

세계인권선언권(1948년)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 인권이란?

경제적 난관

탄압과 독재

악순환 인권 침해
국제사회의

개입

인류에 대한
범죄

&

집단학살

유엔 인권 결의안
(naming & shaming)

보호책임(R2P)

국제형사재판소

유엔과 인권: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



유엔과 인권: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유엔의 인권 관련 협약

1) 시민적.정치적 권리 협약 (1966)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협약 (1966)
3) 인종차별 철폐 협약 (1965)
4) 여성차별 철폐 협약 (1979)
5) 고문 방지 협약 (1984)
6) 아동 권리 협약 (1989)
7)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1990)
8) 강제 실종자 보호 협약 (2006)
9) 장애인 권리 협약 (2006)



세계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의장활동 (2015-16)



장애인에 관한 통계

전 세계 약 10억의 인구(세계 인구의
15%)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들중 80%는개발도상국에살고있

다.

60세이상인구의 46%가한가지이상

의장애를갖고있어서, 인구노령화가

진행되는사회에서는장애인의숫자도

따라서증가한다.



The Cripples
Pieter Bruegel, 1568



세계 장애인권리협약



• 가장 최근에 체결되었으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권 협약:                               

182개 당사국 (2021년 3월 현재)

• 당사국 회의: 매년 1천여 명의 정
부 및 민간 대표 참석자와 50여
개의 부대행사 개최

• 장애인 권리 위원회:

18명의 위원이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 심의 (우리나라에서
는 현재 김미연 위원, 초대 고 이
익섭/2대 김형식 위원)

세계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
하기 위한 기념비적 국제협약

• 장애인을 단순히 자선이나 복지
의 “대상”으로 간주하다가 동등
한 권리, 기회,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 보게 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

세계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6조: 여성 장애인

•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 전략(2012-2022)

• 유엔본부 접근성 센터 (2013 신설, 2016 개선)

• 장애인권리협약 의장직 수행 (2015-16)

장애인 인권 분야 한국의 국제적 기여



인권에 기초한 접근방식
(Human Rights Based Approach)

권리 보유자의 인권 요구와 의무

부담자의 인권보장 의무를 명확히 함.

인권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결과와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함.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2 (障礙) [장애] [명사]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장애의 정의

http://cc.naver.com/cc?a=wrd.entry&r=1&i=32317900&bw=1076&px=108&py=333&sx=108&sy=108&m=1&ssc=dic.kr.all&q=%EC%9E%A5%EC%95%A0&s=&p=&g=&u=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D3231790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Preamble (서문)

“Disability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impairments and attitudin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hat hinders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동등한 사회 참
여를 저해하는 관습적,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어느 나라에 있는
강가의 마을













장애인스포츠의중요성





• 스포츠는 공감, 협력, 배려, 다양
성 존중과 같은 인류의 공통 가
치를 구현

•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마음
과 신체의 중요성,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동
등한 참여를 통한 포용과 평등
의 가치를 함양

장애인 스포츠



• 스포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실현하기에 이상적인 분야

• 약간의 보조장비와 규칙조정으
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음을
시현

• 2차 대전 후 상이군인들의 ‘휠
체어 경기’로 시작한 패럴림픽
은 1960년부터 종합적인 장애
인 스포츠 대회로 발전

장애인 스포츠



• 1976년부터 동계 패럴림픽도
개최

•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6개 종목에 80개의 금메달을 놓
고 경쟁

• 45개국에서 670명의 선수가 참
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동계 장
애인 스포츠 제전

장애인 스포츠



• 유엔은 1993년부터 하계/동계
올림픽 대회 때 “올림픽 휴전
(Olympic Truce)” 준수

• 1998년 이후 모든 올림픽 대회
시 유엔기 게양

• 유엔 총회는 2014년부터 매년
4월 6일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스포츠 국제기념일＂로 기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
7일 전부터 패럴림픽 종료 7일
후까지 “올림픽 휴전” 준수

장애인 스포츠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전반적 인권 개선을 장기적 과제로
추구하면서, 우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인권 향상 추구 가능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도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북한 장애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검토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북한의 실질적 인권 향상 지원



2012 최초의 패럴림픽 참가 (런던 올림픽)

2013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정회원 가입
2015 장애자보호연맹 대표부 선양에 설치
2016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17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2017 ‘동대원 장애자운동관’ 신축
2018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참가 (평창 올림픽)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북한의 긍정적 변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