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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을 보호 및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이해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인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교육입니다.

▶ 아동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권의 주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동인권’이라 합니다.
▶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유형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0조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금지 →학교는 장애학생이 입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 등)
⦁장애를 이유로 참여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 학습 및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학대와 동일한 의미)등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
-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 비하적 언어 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
⦁같은 반 학생들이 장애학생에게 교복 위 이름표를 가리고 자기 이름을 묻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해왔음. 위와 같은 행위는 가해학생들은 장난으로 했다는 의도와는 달리
장애학생에 대한 심각한 괴롭힘이 될 수 있음
3.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 제2항)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또는 신체의 공개 불가
⦁선거후보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경우, 후보자의 의도와 달리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1.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도록 합니다.
2. 긍정적인 성행동 지원과 아이의 나이에 적합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3. 인권존중, 배려, 경계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언어가 발달되면 접촉 경계교육을 해야 합니다.
⦁친밀감의 좋은 접촉과 성폭력의 나쁜 접촉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아동안전지킴이집, 경찰서 등)와 사람을 알려줍니다.

4.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안전을 지도합니다.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합니다.
⦁낯선 사람이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님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이나 선물은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되며,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도록 합니다.
5. 아이의 이야기와 생활에 관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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