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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o, Jeju-do, Korea 

장애인도 여행이 필요하다. 
 
. 



여행은 

해보기 전엔 절대 알 수 없는 것 
(비긴 어게인 여행 中)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앤드류 매튜) 

Gyeongbokgung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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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ible Tourism 
 

이동성.시각.청각.인지적인 측면의 결핍으로 
인해 관광 상품, 서비스, 환경에 접근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
광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하게 
디자인된 관광상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
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 (Darct & Dickson,2009)  
 

 Mount Seorak;Seora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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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Convention o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CRPD)  

 

• 9조 접근 성 (물리적, 정보, 서비스 등) 

 

• 30조 문화 (문화, 스포츠,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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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모든 사람은 관광을 통한                          
  경험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존재       

  해서는 안 된다 

     

-“Recommendations on 
Accessible Tourism“  

Adopted by UNW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37(XX) of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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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n of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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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oken Chain of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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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accessible tourism 
reality 

Accessibl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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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근 가능한 관광 정보. 
접근 가능한 관광의 정보는 제한 적이다. 
 
-가이드 북  
-무장애 여행 책  
-스마트 폰 앱 
-무장애 여행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제주 우도 착한 정자 

통영 한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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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ccess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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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 
 

영국 5% 한국 0.5% 

편의 객실 제도적 보장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agc2w6u7cAhWKybwKHWWdCRIQjRx6BAgBEAU&url=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621800028&psig=AOvVaw2GRRkl5hvaZkDy2De-kdv-&ust=1534414673435563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a6oen8e7cAhXIyLwKHf38A0QQjRx6BAgBEAU&url=https://www.tripadvisor.co.kr/Hotel_Review-g2024837-d12310287-Reviews-Hanok_Hotel_Youngsanjae-Yeongam_gun_Jeollanam_do.html&psig=AOvVaw3r0MlZ-U8HFShv0SS7GEUD&ust=1534416519017031


Accessible Tourism  12 

참담 절망 암담 

도심을 벗어난 장애인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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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가능한 식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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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 리프트장착 관광버스, 렌트카 



접근가능한관광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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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접근 가능한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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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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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08년 제정됐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관광조항은 빠져 있어 
관광 활동에서의 차별은 만연했다. 
2017년 관광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24조 관광활동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이 신설 개정됐다. 



국정과제 복지관광(열린 관광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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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장애인과의 엇갈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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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산업의 중요한 소비자 



Korea's Suwon Hwaseong UNESCO Cultural Heritage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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