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란 무엇인가?


호주 국민 5 명 중 거의 1 명이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를 갖거나, 장애인을 알거나, 장애인과 함께 일하거나,
장애인과 사랑하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는 눈으로 바로 인식되거나 인식되지 않을 수 있고, 평생을 가거나 일시적일
수도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능력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의 80% 이상이 눈으로 즉시 식별할 수 없는 종류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각하지 않은
장애가 있어서 교육 현장이나 직장에서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조율을 거치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는 사람의 이동 능력, 학습 능력, 또는 쉽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장애로 여기지 않는 부분도 포괄합니다.
 신체나 정신 기능의 전체 또는 일부 상실
 몸의 특정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 상실
 몸에 질병이나 질환을 일으키는 유기체군의 존재
 신체 일부의 이상, 기형 또는 외관적 손상
 장애나 이상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학습능력을 갖추게 하는 장애나 이상
 사고 과정, 현실 인식, 감정 또는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장애, 질병이나 질환





어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현재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살아온 시간
대부분을 장애 없이 지내온 이들도 많습니다. 산재나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과 나이를 먹으면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1992)에 따라 장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질환
천식, 당뇨, 암, 크론병, 관절염
 지적 장애
다운 증후군, 취약 X 염색체 증후군, 태아기 알코올 증후군
 학습 장애
난독증, 서자 장애, 시지각적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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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우울증, 불안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학적 장애
다발성 경화증, 간질병, 아스퍼거 증후군
신체적 장애
척추 부상, 뇌성 마비
감각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린이, 고용주와 피고용자, 학생과 교사,
원주민과 비원주민, 고객 그리고 시민과 같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중
일부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과 구분하는 유일한 것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장애의 영향을 극복하도록 보조하는 모종의 조치나 보완
없이는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대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그 장애를 경험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자료
직업 소개(Job Access)
http://jobaccess.gov.au/Coworkers/Working_with_people_with_disability/Pages/home.aspx
호주 장애인 고용주 네트워크(Australian Employers Network on Disability)
www.employersnetworkondisability.com.au/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9&Itemid=16

개발: Western Sydney National Disability Coordination Officer Program – 2012 년 7 월(버전 2)
문의: +61 2 9678 7378 또는 ndco@westernsydney.edu.au
www.westernsydney.edu.au/ndco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