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를부정적으로인식할수있는용어를 사용하지않습니다.

✓ 장애인차별발언은무의식중에나오니 평소에주의합니다.

✓ 장애는유형마다,개인마다 특성이다르기 때문에동일시하지않습니다.

✓ 장애를질병으로비유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에관련된용어는 정확히사용합니다.

✓ 차별 의도 없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썼더라도 표현의 당사자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게된다는것을명심합니다.

장애관련 표현시주의해주세요!

잘못사용하는 대표적인 5가지!

✓ 첫째, 진정성을 가지고 즉시 사과합니다.

✓ 둘째, 무엇을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 셋째, 잘못에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 넷째,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약속을 하고 지킵니다.

장애차별용어사용시이렇게사과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적절한표현 대체 표현

벙어리

‣
아무말도하지못하다 ‧말문이막힌

절름발이 불균형적인 ‧조화롭지 못한

정상인 비장애인

장애를앓다 장애를갖다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바른용어가이드라인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붙임자료

부적절한표현 대체표현

장애를 앓다

‣

장애를 갖다

절름발이 ○○ 불균형적인‧조화롭지 못한

귀머거리 삼년‧벙어리 삼 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꿀먹은 벙어리 말문이 막힌‧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다 가슴앓이하다‧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장갑 손모아장갑‧엄지손장갑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주먹구구식

눈뜬 장님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먼 돈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 없는 돈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편파적인 시각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바른용어

정상인 일반인

‣

비장애인

장애자‧심신장애자 애자‧불구자‧병신‧불구 장애우 장애인

맹인 애꾸눈‧외눈박이 장님‧소경‧봉사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벙어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안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박약자 백치‧저능아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찐따‧절름발이‧앉은뱅이‧불구자‧꼽추 지체장애인

간질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바른 표현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붙임자료

내 용 이 유

장애 때문에‧장애로 인해‧장애에도 불구하고‧

비록 장애는 가졌지만‧장애를 극복하고

‣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을 맞추게 됨

뇌성마비 환자‧다운증후군 환자‧

정신지체 환자‧자폐증을 앓다

장애는 질병이 아닌 질병의 후유증상이므로

장애인을 환자로 표현하면 안됨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지칭

내 용 바른표현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됐다

‣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지자들은 꿀먹은벙어리네요 ○○○ 지지자들은 아무말이없네요

예산안을 뒷받침할법적근거인부수법안 처리를

하지않은완전절름발이 날치기

예산안을 뒷받침할법적근거인부수법안 처리를

하지않은완전엉터리날치기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인정 못받는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의원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

달을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됐다

달을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왜곡된 시각’만넘치게됐다

정치권에서는 말하는것보면정상인가

싶을정도로 정신장애인이많이있다

정치권에서는 말하는것보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있다

부적절한발언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붙임자료

✓ 장애 /장해 (두단어모두신체기관이본래의기능을하지못하거나정신능력에결함이있는상태를뜻함)

· 장애 :몸의상태를나타내는의학적개념으로사회복지적관점에서사용

· 장해 :몸의상태를나타내는법적,규범적개념으로산업재해,교통사고,생명보험,손해보험등보험관

련부분에서사용

✓ 장애부모 /장애인부모

· 장애부모 :장애를가진성인이부모로서자녀를양육하는사람

· 장애인부모 :장애를가진자녀를키우는부모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으로장애가남았을때지급하는것으로

장애등급을 1~4급으로구분하여지급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한추가

비용을보전하기위해매월일정액을지급하는것으로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에지급

✓ 중도(中途)장애인 /중도(重度)장애인

· 중도(中途)장애인 :비장애인으로생활하다질병이나사고등으로장애를갖게된사람

· 중도(重度)장애인 :일반적으로중증의지적장애와중증지체장애가복합되어나타난장애인을말하며,

중복장애인이라고도함(중복장애는두가지이상의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를말함)

✓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법상장애인이장애로인해활동하기어려운신체적활동인개인위

생관리,신체기능유지및증진,사회활동등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인력

·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보험법상치매나중풍등으로독립적인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의신체활동

및가사활동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인력

헷갈리는장애관련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