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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전국 장애인 전략 구축하기 

지역사회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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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용 방법 

 

소셜 덱(Social Deck)에서 호주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쓰인 “우리/저희” 란 단어는 호주 연방정부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를 읽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몇몇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합니다. 

 

저희는 몇몇 단어를 굵은 활자체로 썼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27 페이지에 용어 목록이 있습니다.  

 

이 읽기 쉬운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의 

요약본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engage.dss.gov.au/a-

new-national-disability-strategy-for-

beyond-2020 에서 원본 보고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데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간병인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engage.dss.gov.au/a-new-national-disability-strategy-for-beyond-2020/
http://www.engage.dss.gov.au/a-new-national-disability-strategy-for-beyond-2020/
http://www.engage.dss.gov.au/a-new-national-disability-strategy-for-beyon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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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국 장애인 전략 2010–2020 은 장애가 있는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문서에서 저희는 이를 ‘전략’ 이라고 부릅니다.  

 

 

본 전략은 우리가 호주를 더욱  

• 포용적이고 

• 접근성이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포용적이라 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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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장소나 건물 

 

• 교통 수단 

 

• 서비스 

 

• 정보 

 

• 웹사이트 

 

전략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 다른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 우리 지역사회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본 전략은 국제연합의 장애인 인권 협약(UN 

협약)에 나와있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UN 협약은 국제적 합의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적용됩니다.  

 

UN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협약에서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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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국 장애인 전략 

 

2020 년에 이 전략은 종료될 것입니다. 

 

호주 전역의 여러 정부가 새로운 전략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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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 설문조사  

 

• 지역사회 워크숍 

 

• 개별적인 대화 

 

• 온라인을 통한 대화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저희에게 주신 의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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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관해 지역사회와 대화하기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위해 만드는 모든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 

 

• 가족들 

 

• 간병인들 



   10 페이지 

 

• 옹호자들 – 장애를 가진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 

 

• 서비스 제공업자들 

 

• 학자들 – 전문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저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2,649 명의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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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명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474 명의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1 대 1 로 

• 15 개 기관과 직접 만나서,  

• 14 명의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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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의견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항상 

장애인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새로운 전략에 들어있는 내용 

 

• 새로운 전략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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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정부가 새로운 전략에서 제시한 데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새로운 전략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매 해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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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그동안 개선된 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지난 10 년 동안 일부 

사항들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장애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더욱 잘 

부합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장애를 가진 이에 대해 지역사회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개선되었다. 

 

• 장애인이 대중매체에 더욱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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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장애인이 중요한 직위에 있다. 

 

• 지역사회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장애인들이 여전히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장애를 가진 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장벽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80 퍼센트 이상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6 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가 있는 이들 중 

31 퍼센트가 지난 5 년 동안 차별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이란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34 퍼센트가 지난 

5 년 동안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의 경험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은 누군가 당신을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학대란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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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란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할 마땅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착취란 누군가 당신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72 퍼센트의 사람들이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0 퍼센트의 사람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장애가 있는 이들 중 약 

50 퍼센트가 지역사회의 활동에 그다지 자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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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쇼핑하기  

• 영화보러 가기 

• 축구와 같은 스포츠 관람하러 가기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말한 자신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를 찾고 고용상태 유지하기 

 

• 충분한 돈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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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없다. 

 

• 건강 및 복지 상태가 좋지 않다. 

 

• 장애가 있는 이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길 때, 자신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각기 다른 장애인 그룹이 각기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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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여러 집단 

 

지역사회에는 이 외에도 다른 장벽과 어려움에 

직면한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 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도시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시골에 사는 사람들  

 

•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 어린이와 청년들 

 

• 65 세 이상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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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 

 

•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자 등 성적 소수자들 

(LGBTIQ+) 

 

•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당신의 문화란 당신 혹은 당신 가족의 

출생지로부터 유래한 인종, 언어 및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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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략을 향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의 도움을 

받아 장차 개선하길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전략을 향한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훌륭한 지원을 

해주는 나라 순위에서 호주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 

 

• 모든 인권을 존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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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인권을 지지하는 새로운 법안 

 

• 장애를 가진 이를 위한 더 많은 직업 

 

• 장애를 가진 이를 위한 접근성이 개선된 집 

 

• 모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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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의 더 나은 삶 

 

• 장애를 가진이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정책은 미래에 대한 정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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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한 

점들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서, 저희는 

 

• 저희가 전략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 장애를 가진 이들의 일할 권리와 이를 

전략에 포함시킬 방안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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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호주 장애인 지원 보장 

제도(NDIS)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지역 정부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 각기 다른 그룹의 장애인들이 지원받는 

방법과 정부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필 것입니다.  

 

• 전략에서     

   

제시한것을정부가이행하고

있다는것을알려줄방법에   대해생각할

것입니다.  



   27 페이지 

용어 목록 

 

학대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 

전문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 

 

접근성이 좋은 

어떤 것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소 혹은 건물 

• 교통 수단 

• 서비스 

• 정보 

•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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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우며, 당신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문화 

당신 혹은 당신 가족의 출생지로부터 유래한 

인종, 언어 및 생활하는 방식 

 

차별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착취  

누군가 당신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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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어떤 것이 포용적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치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할 마땅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정책 

정부가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 

 

폭력 

누군가 당신을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 

 

비전  

우리의 비전은 더 나은 미래 전략을 위해 우리가 

새로운 전략에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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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800 334 505 

전국 릴레이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TTY 사용자: 1800 555 677 

전화번호 13 36 77 

disabilityreform@dss.gov.au 

www.engage.dss.gov.au 

Information Access Group 이 저장된 사진과 제작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 읽기 쉬운 버전 (Easy Read)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허가없이 재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웹사이트 www.informationaccessgroup.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작업 번호 3319 를 인용하십시오. 

mailto:disabilityreform@dss.gov.au
https://engage.dss.gov.au/
http://www.informationacces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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