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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
팩트체크1

기념일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히 기념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2월14일 발렌타인데이, 3

[ 장애인의 날 ]

월14일 화이트데이, 5월5일 어린이의 날, 5월8일 어버이의 날 등등 무수한 기념
일들 사이 장애인을 위한 기념일들도 있답니다.

4월 20일은 제 40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
으로 인하여 많은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생
겼고,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
했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
로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3월21일 세계다운증후군의 날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

4월20일 장애인의 , 7월4일 지적장애인의 날

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

10월1일 척수장애인의 날, 10월 첫째 수요일 세계뇌성마비인의
날 10월30일 장애직업재활의 날, 11월4일 세계 점자의 날
11월11일 지체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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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임을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화경찰’이 있다?

집념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시나요?

패럴림픽에 등장한 수화경찰?
21세에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

억울한 일을 겪거나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경찰서를 찾아가

병과 함께 2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스티븐 호킹 박사. 그는 절
망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에 집중
했습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
아 머릿속에 떠오른 공식을 쓰지
못하게 되자, 쓰는 대신 공식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악
화돼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고
말하기 어려워 음성합성장치로
대화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
구에 관한 열의를 놓지 않았던
그는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위대
한 천재물리학자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약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평창 동계패럴림픽 때 ‘수화 경찰’이 전국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에 12시간 동안 근무하며 매일 100명 이상의 청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길 안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곳곳에 서 있었지만 수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 경찰’이 청각장애인에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적 관심
도 커지면서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과 중국의 준비
위원회도 수화 경찰 사진을 찍어갔다고 합니다.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

[그림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자료ppt,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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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주세요.

장애인은 dis/abled/person(불/가능한/사람)이 아니라 This/abled/person(여기/할 수 있는, 가능한/사람)입니다.

나의 장애 인식 정도 알아보기

[그림출처: 세티넷 http://www.set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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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을 보면서 자녀와 함께 부모님의 장애인식 정도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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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 동계 패럴림픽 개최 도시 (동계올림픽과 같은 장소)
③ 평창 패럴림픽 마스코트
⑤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
⑥ 5월 5일
⑧ 생선, 채소 등을 넣어 얼큰하게 끓인 찌개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주기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⑨ 좋은날 부른 가수
⑪ 장애인 올림픽의 다른 말
⑫ (
)인이 쓰는 글자는 점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나요? 장애인 시설과 이에 알맞은 기호를
<세로열쇠>
① 만나지 않는 둘 이상의 직선

선으로 이어봅시다.
엘리베이터 ㆍ

ㆍ

②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스케이트 대신(
④ 운동 등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

장애인용 화장실 ㆍ

ㆍ

로 ㆍ

ㆍ

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⑦ 우유에 설탕, 색소 등을 넣어 크림 상태로 얼린 것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ㆍ

ㆍ

경

사

⑩ 운동을 하는 넓은 장소

장애인은 dis/abled/person(불/가능한/사람)이 아니라 This/abled/person(여기/할 수 있는, 가능한/사람)입니다.

)를 사용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