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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동의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관광을

누리기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다리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들을 논의의 주된 대상

으로 삼으며, 지체장애인에게 관광지로서 서울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지체장애인 당

사자와 이들의 가족, 지인 등의 서울 관광 경험을 심층 면담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체장애인의 도시 관광 현황과 실태를 기록

하고자 했다.

우리 사회에서 휠체어와 결합된 지체장애인의 몸은 기괴한 형상

으로 자연화되며, 이 속에서 지체장애인들은 사회적 불안을 일상

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실제 휠체어와 함께 시각적으로 잘 포착되

는 지체장애인들은 타자성을 갖기 쉬운 존재이며 이러한 타자성은

지체장애인의 관광과 이동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들의 몸은,

사람들의 시선 뿐 아니라 관광지 내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자유롭

지 못했다. 그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설은 장애인화장

실이었다.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관광지 내 장애인화장실과 명

확한 법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화장실의 존재는 지체장애

인이 스스로의 몸을 ‘화장실에 안가는 몸’으로 만들거나, ‘화장실을

참는 몸’으로 단련하게끔 하고 있었다. 관광지 내 열악한 장애인화

장실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배변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침묵

하는 몸으로 만들도록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몸을 용변

문제로부터 억눌러야 하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 문제는

이들이 서울을 관광하는 데 있어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주

원인이었다.

비교적 장애인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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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이들의 관광 형태는 경복궁·덕수궁·창경궁과 같은 서울의 대

표적인 역사관광명소나 코엑스몰, IFC몰, 백화점과 같은 대형 실내

관광지 위주로 좁아져 있었다. 대형 몰(Mall)과 같은 공간들이 갖

는 넓은 실내 구조, 이동하기 좋은 타일 바닥, 문이 없는 열린 구

조의 상점, 장애인화장실의 ‘보장’ 등은 지체장애인들이 몰을 위험

과 변수가 적은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선호하게끔 했다. 즉

몰과 같은 실내 관광지는 실외에 있는 관광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곳’이자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덧붙여

안전한 곳에 대한 개념은 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게 하면서 이들이 주체적인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졌다. 그것은 ‘자유’라는 개념과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지체장애인들의 관광 경험과 장소에서 드러난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도시관광 계획의 주체가 비장애인 위주라는 것에

있었다. 장애인의 서울 관광을 위해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가이드북

에는 기본적으로 실제 장애인이 해당 장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 내 기관,

공사 등에서는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 장소, 관광 루트, 숙

박시설, 음식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의 장소에만 적은 수의

장애인을 참여시키거나 심하게는 장애인이라는 주체가 없이 장애

인을 위한 도시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장애

인을 위한 관광 계획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장애인 당사자는 없거

나 소수일 뿐이었다.

또한 비장애인의 도시관광 계획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그리고

성별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장애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논의한다

는 데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장애는 그 유형에 따라 상

이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대개 장애인을 위한 도시관광 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장애인이라는 기호 안에 구분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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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담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이 고

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장애 남녀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마치 장애인을 무성(無性)의 존재로 보는 듯한 관

점을 느끼게 했다.

이처럼 비장애인 주체가 된 도시 관광 계획은 장애인들에게 “신

뢰할 수 없는” 계획이란 인식을 주고 있었다. 실제 그에 따라 이들

의 서울 관광은 인터넷 검색이나, 로드뷰, 해당 매장에 전화걸기,

평소에 서울을 돌아다니며 갈만한 곳 체크하기, 혹은 직접 해당

장소에 미리 가보기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즉 이들은 구체적인 소식지나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시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개

인적인 방법으로 서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 그것

은 ‘시행착오’에 따라 습득한 것이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도시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지체장애인들이 도시 관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자 한다. 먼저 지체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도

시계획의 방향을 주장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지체장애인의 시야(각), 섬세한 감각, 비장애인이 겪을 수

없는 도시의 경험들이 관광 계획 과정에 보태는 과정이 마련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지체

장애인 평가단 등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리적인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같이

비장애 시설의 무장애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는 기본적으

로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도시환경은

국가가 마련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방 도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을 정비해 단순히 지체장애인들만을 위한 도시관광계획이 아

닌, 임산부, 노약자, 유모차를 끈 가족과 같이 관광약자의 발길을

사로잡을 가능성을 세우고자 한다. 덧붙여 신체적인 제약 상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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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보다도 가족이나 친구와 동행하는 지체장애인의 여행 특

성을 이점으로 삼아, 이들을 경쟁력 있는 소비자집단으로 받아들

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지체장애인의 서울 관광 경험을 직접 보고 들으며 기

록한 최초의 도시계획 연구로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지체)장애

인의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체장

애인의 이동을 서울의 관광 경험으로 엮어 따라간 궤적은 관광권,

여행권, 이동권과 같은 개념 속에서 지체장애인이 누려야 할 인간

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자, 서울 내 관광지라는 익숙한 도시 공

간을 지체장애인의 입장으로 낯설게 비틀어보는 관점이기도 했다.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지

체장애인들에게 특정 관광지에 대한 선호는 철저히 당사자의 접근

가능성과 맞물리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서울이라는 도

시 공간에서 지체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관광권의 위치는 어디

쯤에 놓여있는 것인지를 말하고자 했다.

주요어 : 지체장애인, 도시 관광권, 서울, 도시계획, 신체성, 무장애

학 번 : 2015-2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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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014년 우리나라의 국외 여행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한 시점에

서, 오늘날 관광과 여행을 보편적인 삶의 양식으로 보는 것은 무리

가 아닐 것이다. 실제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를 소개하는 전문 여행

사들의 존재와 SNS에서 발견되는 지인들의 여행 소식, 자신의 여행

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블로그들은 관광과 여행이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기

본적으로 관광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혹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의

‘이동’을 전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수단이 비행기든, 버스든, 두

다리든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관광의 주된 성질이다. 즉 관광은

이동의 과정이자 결과이며 이 때문에 관광은 이동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관광이 가진 이 이동성의 속성과 함

께 관광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본 논문은 이동의 어려

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관광을 누리기 힘든 사람들, 그 중

에서도 지체장애인에 관한 논의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국 장

애인 수는 2,490,406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5%에 해당된다. 시각·청

각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장애 유형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

체장애인의 비율은 51.5%(1,281,497명)로 전체 장애인 수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양팔과 다리 및 신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와 비율은 지체

51.5%(1,281,497명), 시각 10.2%(252,874명), 뇌병변 10.1%(250,862명), 청

각 10.1%(250,334명), 지적 7.6%(189,752명), 정신 4.0%(98,643명), 신장

3.0%(74,468명), 자폐성 0.8%(21,103명), 언어 0.8%(18,813명), 장루·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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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 부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

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등을 감각기장애로 분류한다면 지제장애인

은 운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또 하체장애를 중심으

로 한 이동장애, 상체장애를 중심으로 한 정밀동작능력장애로 분류

된다(노무라 미도리 편 2009: 38). 이 같은 개념에 입각하며 본 논문

에서는 다리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

한 사람들, 즉 수동이나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동하거나 타인

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

로 삼는다.

2005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지체)장애인과 같이 이동

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선언했다. 이는 장애인은 물론 노

인이나 임산부와 같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 없는

여행(Barrier-Free Tour)을 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에 권고하는 내

용이었다.2) 하지만 2014년 한국관광공사의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장애인 여행

0.6%(14,116명), 호흡기 0.5%(12,033명), 간 0.4%(10,324명) 뇌전증

0.3%(7,069명), 심장 0.2%(5,833명), 안면 0.1%(2,685명)이다.

2)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

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

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

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

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스웨

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

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앰으로써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입원

율이 크게 낮아졌고, 일본에서도 이미 일반 용어로 정착되어 쓰이고 있

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

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네이버 백과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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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개선방안」의 조사 내용을 보면, 장애인은 여전히 국내와

국외 여행 모두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장

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부족과 이를 보완해줄 장애인 여행 상

품의 부재, 여행 비용, 장애인 여행의 편견 등이 어려움의 주원인으

로 지목됐다.

실제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의 부족과 같이 장애

인을 위한 교통편의 문제는 물론, 제한적인 장애인 전문 여행상품과

부담스러운 여행 비용 등으로 관광과 여행의 출발에서부터 큰 난관

에 부딪친다.3) 어렵게 관광지에 도착했다하더라도 관광지 내 장애인

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부재, 관광 안내 및 서비스의 미흡 등으로 장

애인의 여행은 복합적인 장애 요인을 지닐 수밖에 없다. 관광약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차별

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률(이동편의증진법)>, <관

광진흥법> 등과 같은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그저 성문화

(成文化)된 언어일 뿐, 장애인은 관광지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과 제

한을 느끼고 있다.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보편적인 형태로

서 여행을 누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에게 관광지로서 서울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에게 서울이라는 공간이 친절한 관

광 도시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지체장애인 당사자와 이들의 가족, 지인 등의 서울 관광 경험을 심

층 면담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체장애인의 도시 관광 현황과

실태를 기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이들과 깊은 관계를

3) 2017년 7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여행사는 ‘곰두리여행

(http://www.gomduritour.com/), ‘어뮤즈트래블

(https://www.amusetravel.com/)’, ‘WE제주(www.wejeju.co.kr)’, ‘두리함

께(http://www.jejudoori.com)’, ‘(주)나눔여행사

(http://www.nanumtour.kr/)’ 정도이며, 종합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장애

인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4 -

맺으며 일상의 영역은 물론 관광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고자 한다. 이는 지체장애인은 물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

람들을 연구 주체로 설정하는 작업으로, 지체장애인의 관광과 관련

한 기존의 연구 및 보고서에서 시도되지 않은 연구 방법이자 접근

법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관광 연구와 도시계획에 있어 장애인의 역할은,

비장애인이 만든 설문지 속에 단순하게 그 내용을 기입하는 역할로

만 존재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의사와 생각은 설문지 속의 동그

라미와 엑스표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이에 따른 통계 결과로 산출되

었을 뿐이다. 연구자는 장애인에 대한 밀착 없이 설문지만을 통해

분석한 연구방법은, 장애인 도시 관광 계획에 충분한 방향을 제시하

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접근 방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통

계 너머에서 들리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은 자료들은 장

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 계획에 있어 장애인의 생각을 면밀히 들여

다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

서는 지체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으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체장애인에게 자유로운 관광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여행에 무

조건적인 시혜성의 복지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한 명의

‘소비자’로 인식하고자 한다. 여행이란 틀 안에서 장애인은 한 명의

여행객이자, 소비자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정체성과 함께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역시 대한민국의 한 시민

으로서 도시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도시 관광으로부터 차별받거나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도시를 관

광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의 ‘도시 관광권(權)’의 개념으로 앞으

로의 논지 안에서 다뤄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

을 위한 도시계획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궤적 위에 임산부, 노인,

유모차를 끈 가족과 같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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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에 그 의의를 밝힌다.

2. 연구 대상과 범위

1) 연구 대상 범위

본 연구의 논지가 지체장애인의 도시 관광권(權)을 파악하는 것인

만큼,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을 지체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지인

에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양팔과 다리 및 신체(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 부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지

만, 본 논의에서는 관광의 필연적인 속성인 ‘이동성’의 개념에 주목

하여 독립적인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즉 다리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의했다.

또한 연구자는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지니는 지체장애인 중, 서울

에서의 관광 경험이 풍부한 20·30대 지체장애인을 심층 면담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일회성의 인터뷰와 참여관찰 방식이 아니라 긴 시

간을 두고 지체장애인과 라포(rapport)를 쌓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하는 20대의 연구자에게,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내밀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 비슷한 나이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는 지체장애인들과 친밀감과 신뢰가 쌓인 관

계를 바탕으로 이들이 들려주는 경험을 듣고자 했으며, 실제 이들과

의 친밀감 형성에 있어 동년배라는 나이는 연구자가 이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20·30대 지체장애인들은 다른 높은 연령대의 지체장애인에

비해 고궁과 같은 서울의 전형적인 관광지 뿐 아니라 연남동, 이태

원과 같이 쇼핑, 소비, 유흥이 가능한 관광지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생각되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이들을 통해 다른 연령대보다 풍부한

관광경험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20·30대 지체장애인들을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 6 -

2) 연구 공간과 내용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이 지체장애인의 도시 관광권(權)을 파악하는 것인

만큼, 본 논문의 연구 공간은 도시이며, 그 중에서도 서울에 한정한

다.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 영역 설정은, 2016년 문화체육관

광부가 발간한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중, 서울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비율이 80%이상

이라는 정보를 파악한 것에서 착안했다. 실제 서울은 우리나라의 다

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관광시설, 공연,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과 같

이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 때문에 서울은 물리적인

시설 부분이나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관광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반을 이점으로 서

울을 찾은 ‘외래관광객’에서 그 시선을 ‘지체장애인’에게 돌려 이야기

하고자 했다.

하지만 연구자 개인이 지체장애인들의 도시 관광권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내 모든 관광지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서울의 개별 관

광지들을 모두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지체장애인의 서울

관광 경험을 총체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해석했다. 즉 본 논문은 서

울 내 특정 관광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인의 개별 경험들을 엮어 도시 관광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

는지를 논의했다.

3. 연구방법

1)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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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인 “(지체)장애

인”, “관광(권)”, “여행(권)”, “이동(권)”, “도시”, “공간” 개념에 대한

문헌 자료를 분석했다. ‘도시 공간’에 관한 논의는 (문화)인류학, 사

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경계 없이 다뤄지는 개념이

므로 연구자는 방대한 공간 개념을 본 연구 주제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논의 역시 그동안 지체장애인을 무조건적인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전개했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한 명의 여행객이자 소비자로 위치지어 생각해보고자 했

다. 또한 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법 조항들을 함께 엮어, 관광객으로

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법률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 밖에도 연

구자는 장애인의 관광을 다루는 각종 기사와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며 자료를 축적해나갔다.

2)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도시에 대한 국가 정책은 물리적인 영토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

로 그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

이라는 명제에는 국가가 인간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

하고 안락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

가는 바로 그 인간을 위해 특정 지역에 적절히 개입하여 시책을 펴

고, 세금을 걷어 재정을 마련하며 때로는 인간 행위를 일정 부분 제

약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펼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논

의는 국가가 도시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법률과 행정의 대상으로 토

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의 행위 주체인 사람에 주목해야

함을 주지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여기서의 사람은 국가 정책의 수

동적인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하며 정책을 이끌고 마침내 정책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물

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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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시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 즉 ‘인구’는

많은 경우 ‘통계집단’이란 이름하에 뭉뚱그려져 개별적인 목소리를

드러나지 않게끔 했다. 이는 도시 연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말하면

서도 사람에게 밀착하는 방식이 적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며 그동안 질적 연구를 해온 연구자

에게 도시 계획 연구에서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늘 아쉬움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통계라는 수단에 포박당하지

않고 통계 밖에서 개별 주체를 직접 만나며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앞선 문헌조사 과정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할 핵심적인

자료는 지체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라는 연

구 방법을 통해 얻었다.

지체장애인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연구자의 과거와 현재 활동을

통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2016년 8월 S대학교에서 진행

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캠퍼스 맵핑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체장애

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S대학교 장애인권 동

아리에 가입해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며 장애인들과 깊은 관계

를 맺고 있다. 이 안에서 연구자가 만난 지체장애인들은 연구의 면

담 대상자이기 이전에 연구자의 좋은 동료이며, 더 나아가 연구자의

삶과 연구 방향에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다. 이처럼 연구자가 가깝

게 접촉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과 그의 가족 및 지인들은 본 연구의

주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가 되고 있으며 연구자는 이들과의

면담은 물론, 이들의 소개를 거쳐 또 다른 정보 제공자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얻었다.

3) 현장 연구

연구자는 지난 3월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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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하다고 소개되고 있는 장소들을 지체장애인

들과 직접 함께 방문했다. 이는 비장애인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특

정 장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당사자가

주가 되어 해당 관광지의 환경 및 시설들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 내

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장소들에서 지체장애인이 관광권과 이동

권을 보장받아 자유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여기서 우리는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와 같은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파악 뿐 아니라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지도, 도우미 등의 여부도 함께 파악했다. 추후

연구자는 장애인 보호법 및 시설물 설치 기준 등과 비교하여 그 실

효성과 적용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4. ‘비(非)’ 장애인으로서 연구자의 위치

연구자는 장애인의 도시 관광을 이야기하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이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의 장애인 연

구’는, 어쩌면 태생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

(非)’라는 연구자의 위치는 비소수자, 비여성, 비군복무자와 같이 모

든 ‘비’들이 인지하여야 하는, 하지만 어쩌면 평생 인지하지 못할 요

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인 연구자와 지체장애인과의 만남은 매번

연구자에게 편안한 만남이었다기보다도 많은 경우 걱정과 조바심의

형태로 다가왔다. 실제 연구 초반 동안 연구자는 끊임없는 자기 검

열과 당사자가 아니라는 조심스러움 속에 묶여있었다. 하지만 그렇

기 때문에 침묵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말을

걸고 또 그들의 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장애

인 연구자’인 ‘나’가 ‘장애인’이라는 연구 주체를 마주하며 마침내 장

애인의 도시 관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임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연구자는 지체장애인의 관광, 교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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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족과 같은 이들의 삶의 전역에 개입하면서도 그들의 의사, 권

리, 공간, 몸과 같은 속성들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또 존중하고자 했

다. 즉 본 연구는 ‘비(非)’라는 연구자의 이름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며, 오히려 지체장애인의 더 많은 권리와 목소리를 담기 위해

그들과 마주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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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조항 내용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

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

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

Ⅱ. 장애인 관광 개황과 선행연구

1. 장애인 보호 및 관광 관련 법규 개요

1) 장애인 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처음 시행된 복지법은 이후 개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

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장애인의 복지와 인간으로서의 권리 실현

을 위한 기본적인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

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

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의 관광과 관련된 법규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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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

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

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

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방장애

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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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

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28조

(문화 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

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

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1> 장애인복지법 중 장애인의 관광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법규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비교적 최근 제정된 법으로, “모든 생활영역

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는 제16조인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 20조인 정보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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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조항 내용

제13조(차별금지)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

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서의 차별금지, 제 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 차별금지, 제 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와 같이 재화, 서비스,

사법, 가정 등 삶의 전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

항들을 제정했다. 이처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 고용, 사법 및 행정절차, 성, 가정 등과 같이 영역에 있

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

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

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법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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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

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

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

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

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

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

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

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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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

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

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

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

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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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

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표 2> 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의 관광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법규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권’에 대한 개

념을 등장시키며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

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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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조항 내용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

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

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

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

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

4)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

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법으로

1975년 제정되어 197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관광지 및 관

광단지의 개발, 관광종사원, 여행업 등과 같이 관광과 관련한 다양

한 내용의 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의 관광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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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강구)

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47조의5(여행이용

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소득수준

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의5(관광체

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

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

다.

<표 3> 관광진흥법 중 장애인의 관광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법규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72년부터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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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조항 내용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

與)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표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장애인의 관광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법규

2. 외국의 장애인 관광 현황

1) 미국의 현황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법은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으로 이는 다양한 관련

법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종이나 피부색의

‘차이’와 ‘다름’을 이유로 일부 시민들이 주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온 많은 차별적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사

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1968년에 연방입법의 형식으로 결실을 맺었다. 건축장애물제거법

(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of 1968)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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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새로 건립되는 시설이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ㆍ시

공되도록 했다(김재원 2011: 1021).

그러나 1960, 70년대부터는 단순한 복지차원의 재정지원이나 의료

지원은 장애인의 동등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혜택이나 자선

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최영란 2014: 151). 그러한 비판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시혜와 복지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

등한 수준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미국에서는 마침내 1990년 7월 26일 장애인법이 제정

되었다. 2007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법에 많

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는 미국 시민권(Civil Rights) 운동과 발

맞추어,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

이 있고,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아

니라, 사회전반의 ‘장벽(barrier)’문제로 보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은

고용이나 공공시설 등의 장벽을 넘지 못하여 경제, 사회생활에 참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인식 변화나 기반시설의 장벽을 없애고 장

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

어나고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시민권적 발상에 기초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법을 1990년에 제정하게 된

다(상게문).

1980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정부는 장애인관광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장애인관광 시장을 주요 세분시장으로 부각하고 관광업계에 시

설 접근성 개선을 독려하는 등 관광장애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다

(Yau et al., 2004).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에 따라 숙박시

설, 교통시설, 박물관, 식당, 극장 등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어 관광부문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다(Goeldner &

Ritchie, 2006, 김영규, 2013: 438에서 재인용). 특히 미국에 위치한

호텔, 모텔 등의 숙박시설은 점차 더욱 세분화되어지고 엄격해지는

ADA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2010년 발의되어 2012년 2차례 제정

이 지연되고 결국 2013년 1월 31일부터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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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설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골프장, 미니골프장

-수영장 및 스파(승강기, 진입로 및 기타 필요사항)

-놀이공간 및 기구

-보트정박장 및 시설

-테마파크

-체육관

신설

규정

/절차

-예약관련 요구사항: 모든 예약담당직원의 장애인 편의

시설 숙지, 장애인 숙박가능객실은 가능한 장애인을 위

해 마지막 판매까지 유보하도록 함, 장애인에 대한 예약

접수 시 예약 확정.

-ADA 규정하의 안내견이나 소형 말에 대한 추가비용

징수, 숙박거부, 집요한 질문 금지

-이동장치: 여러 가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장

치에 대한 규제는 이의 사용이 불가함을 업소 측에서

제시해야 함(마땅한 이유와 적법여부에 대한 자료제시

필요)

-통신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통신장치제공 필

수

-신규숙박업소 또는 개보수 숙박업소의 객실 내 이동

및 통신장치에 대한 신규 규정

신규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김영규 2013: 439).

<표 5> ADA의 신규 적용 편의시설 및 규정

실제 미국에서는 공원, 관광지, 관광시설 등 관광 레크리에이션

분야에도 ADA 법 이후 실행 매뉴얼과 적용지침들이 실시되고 있

다. 또한 전국장애인협회(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NOD)는 ‘장애인을 위한 미국대회(Accessible America Contest)’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디자인 등이 우수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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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요내용

공공교통기

관
여객시설 철도시설

역 출입구에서 플랫

폼까지 경로/휠체어

시를 평가하여 장애인 모범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 예술

시카고 축제(Arts and Culture of Disabilities Chicago

Festival-Body of Work)’는 축제 개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국제적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Open Doors, 2007, 김영규

2013: 438에서 재인용). 이처럼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장조사

와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관광을 계획하는 움직

임들이 있다.

2) 일본의 현황

일본에서는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 1951년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 함께 1970년 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면

서,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벽제거, 정보이용

원활화와 같이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각종 편의를 보장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고령자, 장애인의 이동 원활화 촉

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 신(新)법’이라 약칭>(高齢者、障害者等

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시행하고 있으며4) 이러한

법에 의거,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유도 기준에의 적합 인정(認

定)」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숙박시설, 관광시설의 접근이 가능하도

록 장애인의 편리한 여행 기반을 구축하고(한국소비자원 2015: 13에

서 재인용)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법의 표현에 관련해서는 이현희·양승정(2009)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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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폭/플랫홈과 차

량바닥은 평행, 간격

은 최소화, 시각장애

인 전락예방 조치/

플랫폼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화장

실, 발권기 등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항공여객터미

널

철도역에 준함

차량

차량(철도차량,

승합버스,

복지택

시, 선박,

항공기)

시각장애인 또는 청

각정보 제공/휠체어

스페이스 확보/차량

내 화장실 등

철도차량

차량연결부에는 플

랫폼 등의 전락방지

/차량번호 등 문자

및 점자 표시

버스차량
저상버스*2/필담용

구 설치 및 표시

복지택시
휠체어대응차/회전

시트차

선박

배리어 프리객석/객

석, 화장실, 식당을

통하는 1개 이상 통

로에 승강기, 단독

이동 가능 구조/필

담용구 설치 및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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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통로석 반수 이상은

가동식 팔걸이/ 통

로 2개 이상 항공기

의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이용 가능

도로

도로관리자는 관리 도로를 배리어 프리기준에 적합

하도록 할 것

고령자 및 장애인이 통상 보행하는 도로는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도로’*1)로 할 것

신호기

신호기

음향정보, 보행자용 시간 연장기 또

는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아니면 보

차분리 시킬 것

도로표시

반사재료를 사용하여 인식 용이하도

록, 횡단보도에 필요에 따라 시각장

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도로외주차

장

휠체어이용자 주차공간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도

로외주차장에 관한 배리어 프리화 기준에 적합할

것(장애인 마크 표시, 승하차 여유공간 확보 등),

기존의 특정시설은 노력할 것

도시공원

도시공원에 관한 배리어 프리화 기준에 적합할 것

(화장실, 관리사무소, 접근로, 순로, 식음대 등), 기

존의 특정시설은 노력할 것

건축물

특별특정건축물(노인홈, 백화점, 극장 호텔 등) 및

특정건축물(학교, 사무소)

승강기, 계단, 출입구, 주차장, 어프로치, 욕실, 화장

실, 복도,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표 6> 배리어 프리 신(新)법의 의무 내용5)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배리어 프리 신법을 통해 배리어프리한 환

5) 이현희·양승정(2009), “일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신(新)법의 의미

와 건축적 역할에 대한 연구”, 「재활복지」, 13(4): 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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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데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즉, 기본구상의 작성단계의 협의회에 고령자 또는 장

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였다. 협의회에는 고령자 또

는 장애인 외에 특정사업의 실시주체, 전문가로 구성된다(이현희·양

승정 2009: 25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에서는 당사자 중심으로

시설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이로

써 장애인과 같은 관광약자는 일방적으로 시설을 수용하고 이용하

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시 계획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에서

주체적인 인물로 설정된다.

3) 유럽의 현황

영국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1995년 장

애차별금지법(DisabilityDiscrimination Act: DDA)을 제정하였다. 영

국의 DDA는 기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흡수하여 장애인고용 제

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애인평등기준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장애

인차별제거에 노력하고자 하였다(안재균, 2010). 이 법안에서의 장애

의 정의는 차별이 금지된 대상 역시 자격을 가진 장애인으로 규정

한 점으로 보아 미국 ADA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들이 특정 공간이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의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영국

에서는 각 분야별로 차별시정 기구를 두고 있으나 2007년 이후 하

나의 통합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금지․시정하려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0년 4월에 각종 차별 관련 법률들을 조

화시키고 그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여 차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고 재규정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종전에 장애차별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에 따라 규율되었는데, 2010년 평등법의 제

정에 따라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은 일부 개정되어 평등법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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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폐지되었다(조임영 2015: 558).

또한 독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게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장애인평등법(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BGG)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뿐만

아니고 의사소통의 장애까지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시켜 국민의 기

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김영규 2013: 439). 이를 통해 독일에서 역

시 장애인의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더 나

아가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대중교통 설치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야 한다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 택시, 전철 그리고 기차에는 장애인

을 위한 별도의 좌석이 마련돼 있고, 장애인은 비행기, 자동차, 대형

버스 등 모든 교통시설에 이등석의 가격으로 스웨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58).

3. 선행연구 검토

1) 장애인 관광의 당위론적 연구

전술한 것처럼 더 이상 여행이 특권 계층만이 향유하는 여가가

아닌 보편적이고도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장애

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관광에 대한 욕구(Smith 1987)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터 장애와

여행, 관광의 개념을 묶어 연구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다(Ray

and Ryder 2003; 배만규·박상훈 2008; 이명철·강인호 2012). 이에 따

라 장애인에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만이 아닌 재활활동의 일환

으로서 그 중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관광에 따른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 장애인의 심리, 만족도 등을 고찰하는 연구가 병행되어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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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전영록 2013; 이경찬·김남조 2016). 여기에서는 앞선 논

지와 함께 장애인들이 관광을 통해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는 등 관

광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 장애인 관광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

하지만 앞선 연구들에서는 그 관광의 개념과 대상(장소)을 구체적

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개념을

바둑과 같은 정적인 활동(김바로미·김미라 2009)이나 배드민턴과 같

은 스포츠 취미활동(정재춘 2013)으로 대상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관광의 개념에는 장소에서 장소에의 이동이 아닌, 일종의 여가와

취미로 분류해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시

하는 장애인 관광에 있어 ‘이동성’, 즉 모빌리티의 측면을 재고하게

한다.

홍서윤(2016)은 지체장애인의 이동성에 주목하며 이동성의 용이함

에 따라 지체장애인은 여행과 같은 문화 활동, 즉 사회참여가 가능

함을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의 도시 관광은 이동성과 결부되어 있

으며 이는 존 어리(2014)의 “모빌리티” 논의와 함께 폭 넓게 다뤄질

수 있다. 존 어리는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모빌리티 사례들

을 제시하며 이를 모빌리티 패러다임(mobilities paradigm)이라고 명

명했다. 어리는 이동성을 단순한 물리적 행위 뿐 아니라 시간성, 즐

거움(여가), 접근성, (사회적) 대면 등 다양한 논의들을 제시한다. 이

러한 키워드들에 착안하여 본 논의에서의 이동성 역시 다차원적으

로 논의될 가능성을 지닌다.

3) 장애인 관광의 제약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관광 문제에 있어서는 관광의 문제점, 제약을 다루는 논

의들도 많이 발견됐다(이봉구·안선희·이유하·공주 2008; 류성옥·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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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이훈 2012). 이 논문들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제약과 같은 관

광 시설의 문제점, 내제적인 제약과 같은 장애의 정도,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따른 사회적인 제약 등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특정 관광 장소의 파악에 따른 조사가 아

닌, 사회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과 장애인에 있어

정작 구체적인 관광지가 주는 현장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은 채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부정적인 속성에 의거해 논의가 전개되고 있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관광지라는 현장에 대한 심

도 있는 접근과 함께 그 현장의 문제점에 치우쳐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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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체장애인의 도시 관광 실태

1. 지체장애인의 ‘몸’과 관광

1) 도시 관광지에 맞춰지는 ‘몸’들

‘장애인의 몸’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적인 육체이지

만, 그 몸을 우리 사회 안으로 위치시키는 순간 사회적이자 정치적

이며 문화적인 육체로 논의될 수 있다. 가령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는 것과 같은 몸의 움직임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 개인적인

몸이 집 문밖을 나서는 순간, 그 몸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몸과 관련하여 톰슨(2015)은 “장애란 사회적 권력 관계

의 맥락 속에서 몸의 특수성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체적 장애를 절대적이고 열등한 상태 그리고 개인적인 불행으로

간주하는 일반 통념을 대신하여 장애란 재현, 즉 신체적 변화 또는

형상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몸들의 비교”로 이야기했다. 결국 장애는 신체적 ‘비정상’의 속성, 몸

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몸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는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규칙인 것이다(톰슨 2015: 17).

다시 말해 장애인의 몸은 그 자체로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층위로 논의될 수 있다. 김도현(2009)은 남성이 파란색을 좋

아하고 여성이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젠더적 구분은 섹스(sex), 즉

성(性)과는 아무런 인관관계 없이 가부장적 억압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손상과 장애 역시 손상은 손상

일 뿐 “특정한 억압관계 속에서만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장애”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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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김도현 2009: 62-63). 즉 장애인의 몸은 개별적인 신체의

영역이지만, 장애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몸이 ‘옳은 몸’이고, 어떠한 몸이 ‘옳지

않은 몸’인지에 대한 암묵적인 특징과 합의들이 존재한다. 이는 일

종의 ‘정상성(normality)’에 대한 부당한 전제이다. 이 안에서 장애인

의 몸은 ‘다른’ 몸이 아니라 ‘옳지 않은 몸’, 다시 말해 ‘틀린 몸’이자

‘이상한 몸’으로 이야기된다. 장애의 형상은 언제나 변칙과 변종의

틀 속에서 재현되어 왔고, 또 실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 왔

다.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이자 1994년 중동평화를 이끈 노력으로 노

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시몬 페레스는 201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

던 유네스코에서 “민주주의란 각 개인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동등한

권리(the equal right to be different)'를 지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6) 페리스가 말하는 ‘다를 수 있는 권리’에는 종교, 국적, 성

별, 그리고 장애인의 몸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에 의거한다면, 장애인의 몸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념처럼 틀리고 괴이한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일 뿐이며 동

시에 다른 몸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

다.

하지만 휠체어라는 ‘사물’과 신체 이동의 전 과정을 함께 하는 지

체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몸은 시각적으로 더욱 잘 포착되어 타자성

을 갖기 쉽다. 그렇게 타자화되고 주변화 된 장애인의 몸은 ‘인간’

개념의 보편성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복잡한 양상을 띤다. 휠체

어와 결합된 지체장애인의 몸은 기괴한 형상으로 자연화되며, 이 속

에서 지체장애인들은 사회적 불안을 일상적으로 체득하기 때문이다.

지체장애인의 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지체장애 2급인 우혁의 “장애인은 더럽다”라는 표현에서도 일축되어

6) 뉴시스 2016년 3월 25일 기사 시몬 페레스 “민주주의란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참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5_0013982

447&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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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우혁: 비장애인에게도 공통적인 걸 수 있지만, 사람들은 확실히 제

가 잘 꾸미고, 잘 차리고 다닐수록 잘해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더럽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처럼 깨끗한 휠체어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서울을 돌아다니면

확실히 잘 해주더라고요.

우혁의 “장애인은 더럽다”는 표현처럼, 우리 사회에서 불결하고

불순한 존재로 인식되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타자성은 장애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들 수밖에 없게

하는 지점을 생산한다. 그렇기에 지체장애인이 신체적으로 다를 수

있는 권리는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논의되는 방식이 아니라

병신, 부정한 존재와 같이 부정적인 속성으로 타자화되며 시각적으

로는 물론 관념적으로도 낙인찍힌다.

어느 인간적인 특성이나 낙인찍힐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배집단은

어느 다름이 열등한 것인가를 결정할 권위와 수단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판단을 영구화한다. 따라서 ‘소수집단’, ‘민족’과 ‘장애’와 같은

용어들은 특정 특성들에 부정적인 가치를 불어넣는다. 낙인찍기는

지배집단의 취향과 견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집단이나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특징들을 폄하함으로써 지배집단의 이

상화된 자기 묘사를 중립적이고, 정상적이며, 정당하고, 식별 가능한

것으로 강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낙인찍기 과정은 현상 유지를 정당

화하고, 내재된 속성을 열등함과 우세함으로 구분하는 것을 자연스

러운 것으로 만들며, 그 두 범주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질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톰슨 2015: 59).

인류학자 더글라스(1997)의 논의 또한, 장애를 이야기함에 있어

이를 사회·문화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더글라스

는 사람들의 인식은 일종의 도식이라 부르는 스키마(schema)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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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배되며 그 안에서 자신의 관념을 내재화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에 따라 사람들은 특정 현상을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것으로 규정

하며 배제하는 체계를 명확히 하기 시작한다. 더글라스의 논지에 기

대면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것’의 분류

법에 따라 배제된 존재가 된다. ‘정상적인 것’에 대한 굳어진 인식

틀 속에서 장애인과 그들의 몸은 다시금 변칙의 존재로 주변화 된

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타자화된 존재로 인식되는 장애인에게 관

광지로서 서울이라는 공간을 말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몸과 공간이

라는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체장애인에게 서울이라는

관광지는 공간적으로는 물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기 어려

운 지점이 있다. 외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개념인 ‘자유’라는

이름은, 신체의 제약이 따르는 지체장애인에게 애초부터 실현 불가

능한 관념일지도 모른다. 실제 지체장애인들은 특정 장소 앞에서 자

발적으로 그 장소를 포기하거나 혹은 제3자로부터 그 장소에 대해

포기하기를 권유받는다.

연구자: 그러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셨는데 특정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안 가시거나 포기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험도 있으세

요?

주홍: 네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포기한 적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죠.

민주: 사실 저상버스를 탈 때 눈치 볼일이 많아요. 저상버스를 타면

배치 간격이 있으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내려야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눈치를 줄 때가 간간히 있거든요.

연구자: 어떻게요?

민주: 한 번은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혼자 버스를

타야했어요. 버스를 탈 때는 기사님에게 제가 탄다는 사인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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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앞쪽에 좀 나와서 아저씨랑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했는데 기사

님이 제 눈을 안 보는 거예요. 저를 일부러 인식하지 못하는 척을

하신건지.. 내리는 승객만 내리고 버스는 바로 출발한 거죠. 되게 불

쾌했던 경험이었어요. 심지어 직접적인 언어로 저에게 표현하는 사

람도 있어요. 대놓고 “아 빨리 가야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지금 리프트 고장 났으니까 다음 꺼 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

고.

1급 지체장애인 정호의 애인인 비장애인 혜림은 이에 더해 때로

는 포기를 선택하거나 말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장소’라는 물리

적인 공간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며 다음과 진술했다.

혜림: 오늘날 정호와 제가 서울이라는 공간을 여행하러 나갔을 때,

직접 대놓고 우리를 보며 장애(인)에 대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없

어요. 그런데 비좁은 길이나 사람 많은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자면 이 길이나 공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

유, 왜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고생을 하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혜림은 장애인의 몸을 대상화하는 관념들과 신체적으로 열등하게

구성하는 세력들, 즉 앞서 언급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요인 뿐

아니라 서울이라는 공간, 장소로부터도 자신들이 타자화되며 거부당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몸은 공간 그 자체

로부터도 박탈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인인

직장인 정훈 역시,

정훈: 예전에 비해 밖에 나갔을 때 장애인을 대놓고 배척하는 사람

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적어졌지만, 이용하기 불편한 바깥 환경 자체

에 대한 문제는 또 새롭게 이야기할 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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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하며, 장애인의 관광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관광지라는 공

간 그 자체로 문제의 쟁점을 옮겨 지적한다.

2) 도시 관광지에서 침묵하는 ‘몸’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은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700만 명을 넘어선 기록적인 해였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인 메르스 사태에 따라 2015년의 외래관광객 수가 14년 대비 6.8%

나 감소하였지만, 16년에는 외래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11월까지

전년 대비 31.2%가 증가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잠시 주춤했

던 한국 관광시장이 다시금 부흥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덧붙여

2016년 11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9월까지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 성장했고, 그

중 한국은 무려 3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강한 두각을

나타냈다.7)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울은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80% 가량이 찾는 관광지로서 높은 위상을 지닌다.8)

이처럼 서울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

은, 기본적으로 서울이 관광 명소, 교통, 먹거리, 숙박 등에서 관광지

로서의 매력적인 속성을 지닌 공간임을 파악하게 한다. 관광지 매력

속성은 관광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관광자원의 기본 매력성 이외에도

관광지를 선택하는 결정인자로서 관광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편의성

및 안전성, 서비스접근의 용이성, 체재의 쾌적성, 관광지 주민 및 지

원들의 환대성 및 관광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총체적 수용성, 유인

성 등의 특성과 자원의 가치를 전달하는 해설이 수반되었을 때 관

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외래관광객 1,700만 명 돌파로 역대 최대 기

록 경신” 2016. 12. 26 배포.

8)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외래관광객의 79,7%가, 2012년

82.5%가, 2013년 80.9%가, 2014년 80.4%가, 2015년 78.7%가 서울을 방

문했다.



- 36 -

광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계섭·안윤지

2004; 249). 즉 서울은 교통, 시설, 서비스 등에 있어 긍정적이고 풍

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서울을 찾는 외래관광

객에서 그 시선을 지체장애인 관광객에게로 돌리면 우리는 전혀 다

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8년에는 삶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이 중 장애인의 관광권과 관련하여서는 제

18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서의 차별금지, 제 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명시된 시설물, 이동과 교통,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항들로 하여금 실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서울 내 관광지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면담 내용들은 많은 의문을 들

게 한다. 먼저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보면,

뇌병변 지체 장애 2급인 우혁에게 관광지로서의 서울은 다음과 같

이 묘사된다.

우혁: 사실 경복궁은 저희 집 근린공원이라서(웃음) 가고 싶을 때

가는데, 고궁 자체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만 판석

이나 도로 상태는 좋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 저는 덕수궁이 제일 좋

아요. 덕수궁은 근대에 지어가지고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화기 유적, 대한제국시절의 유적을 좋아해요. 단순히 건축적 취향

말고도 그 때부터 경사로라는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우혁은 자신이 서울 관광지 중 덕수궁과 같은 한국의 근대 건축

관광 장소를 좋아하는 이유로 덕수궁이라는 장소에 대한 기호와 취

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의 시대적 특성에 따라 휠체어가 비교

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우혁이에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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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 대한 선호는 그 장소에 깃든 추억이나 경험이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당 관광장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닌, ‘갈 수 있는 장

소’를 선택해야 하는 지체장애인들에게 특정 관광지에 대한 선호는

철저히 나의 접근가능성과 맞물린다. 그리고 서울 내 관광장소에 대

한 지체장애인들의 접근가능성 문제는 장애인 화장실 문제로 빈번

하게 언급됐다.

정호: 화장실에 있어서 불편함은 항상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제 장애 정도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을 가는 것

자체가 조금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관광지 내 모든 화장실

마다 변기의 높이나 출입문과 변기의 위치, 안전바의 설치 위치나

높낮이 차이 등, 물리적 여건들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 참 불편해요.

연구자: 기본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본 관광지 내에 장애인 화장실들

이 다 상이하게 느껴졌나요?

정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어떤 기

준들이 있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앞에서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보통 장애인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리고 별개

로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형태로 있는데, 어떤 곳은 남자 화장실

안에 소위 말해서 장애인 전용 칸으로 다른 칸보다는 조금 넓게 되

어 있는 곳이 있었고.. 사실 후자의 경우는 이용하기가 조금 힘들거

든요. 아무리 남자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전용 칸을 넓게 만든다고

해도 남자화장실 내부에서 어떤 공간을 한정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

문에 공간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어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

실 문을 기준으로 해서 변기와 세면대가 있는 위치, 안전바의 설치

위치 등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휠체어의

이동 동선을 생각했을 때 휠체어가 주출입로에 들어와서 최대한 코

너를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변기 앞까지 갈 수 있는, 즉 이동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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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되는 반경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화장실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좁은 경우와 청소용구나 기타 잡

동사니들이 차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화장실 이용이 평소

에 어려운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

아요.

연구자: 화장실에 잘 안 간다고 한다면?

정호: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었고 지금까지 화

장실 가는 것은 늘 힘들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자주 안

가게 되고.. 그러다보니 음료도 자주 안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디를 이동하기 전에 꼭 미리 화장실을 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민주: 아.. 제가 장시간동안 화장실을 맘대로 갈 수 없는 장소에 가

겠구나 싶은 날에는 저 스스로 조절을 해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걸

잘 안 마신다거나.. 커피도 자제하고요. 그러면 아예 안 가도 되는

날도 있어요.

주홍: 화장실 문제는 참 힘들죠. 그래서 음식을 조절해야하는데.. 맛

있는 건 많은데 먹으면 안 되니 힘들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화장실과 더불어, 장애

인화장실의 부재는 정호와 민주, 주홍이 스스로의 몸을 ‘화장실에

안가는 몸’으로 만들거나, ‘화장실을 참는 몸’으로 단련하게끔 하고

있었다. 관광지 내 열악한 장애인화장실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배변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침묵하는 몸으로 만들도록 일조하고 있

는 것이다.

연구자: 화장실 참을 때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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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그렇죠,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혼자서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과 같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서포터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생

각하기로는 만약에 물리적인 여건만 갖추어졌을 때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모두가 문제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정비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소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말해서 참기도

쉽고, 뭐 못 참더라도 급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난다거나 하면은 그 때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급한 상

황이 발생했을 때도 많고. 저는 또 특히 선천적으로 속이 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제 주변에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불안했고..

스스로의 몸을 용변문제로부터 억누르는 정호에게, 장애인화장실

문제는 정호가 서울을 관광하는 데 있어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하

는 주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정호는 서울의 장애인 도시 관광 계획

에 장애인전용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시설이 우선적

으로 정비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호: 제가 볼 때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장애인 전용 화장

실과 같은 시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시설

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곳이든 제대로 정리되어서 필요한 수준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해요. 그렇게 시설을 정비한 이후에야 관광 동선이나 세부적인 프

로그램들의 기획이 각각의 장애유형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

요. 즉 먼저 장애 관광의 필수적인 부분들, 일률적으로 어디를 가든

지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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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아직까지는 중구난방인 곳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관광지 내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부재에 있어, 혜림과 민주는 서울이라는 관광지에 대한 느낌을 다음

과 같은 표현했다.

혜림: 저는 예전에 정호랑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 장애인 당사자를

대하는 마인드가 한국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우

왕좌왕하지 않고, 장애인이 오면 “아~ 오셨군요. 이쪽으로 앉으실래

요?”와 같이 질서 있고 편안하달까요. 그에 비해 한국은 확실히 장

애인을 대하는 일에 여전히 힘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 제가 2011년쯤에 미국에 갔었는데요. 좀 오래 전 일이라 기억

을 더듬어야 하는데(웃음) 거기서는 사람들도 일단 다 친절하고 무

엇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휠체어를 위한 시설이 당연

한 느낌을 받아서 신선했어요.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삼성

디지털플라자 같은 데만 와도 좋아서 놀래요. 화장실이 있는 게 너

무 반갑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

감정이 들어요. 미국에 갔을 때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항상 있

어서, ‘여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는 게 당연한데?’ 라는 느낌을

받아서 다니기 편하고, 자유로웠죠.

민주는 “휠체어를 위한 시설이 당연한 느낌”을 받았던 미국 여행

과 비교하며, 서울의 관광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있어서 너

무 반갑고 고마운 감정”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특히 일상의 영역에

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미국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다.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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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민주 자신에게 자유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것이다.

민주: 사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있어도 그냥 청소도구

함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데 문이 안 열리

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는 제가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서 (웃음) 제

가 열고 들어가죠.

연구자: 그런건 어디서 배웠어요?

민주: 문이 안 열려서 관리자 분께 연락드렸더니, 아저씨가 어떻게

해서 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외웠죠. (웃음)

또한 서울을 관광함에 있어 지체장애인들에게 큰 불안의 요소가

되는 화장실 문제는 민주로 하여금 일종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했다.

민주는 자주 잠겨있는 장애인화장실을 밖에서도 혼자 열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친 것이다. 이처럼 관광지 내 시설의 미흡은 장애인 당

사자가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영역이 되고 있었다.

3) 지체장애인과 상투적인 도시 관광

관광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서울 내 관광지들은 동시에 지체장애

인에게 특색 없고 상투적인 장소들로만 소개되고 있었다. 실제 경복

궁·덕수궁·창경궁과 같은 역사관광장소는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관광정책과 등에서 장애인에게 빠짐없이 소개

되는 단골 관광지다. 배리어프리하지 못한 서울의 관광 환경 속에서

지체장애인들은 늘 몇 안 되는 한정적인 관광 테마와 장소들로 모

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같은 궁들이 몰려있는 종로구에서

는 2011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

설사를 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관광 해설 프

로그램이 비장애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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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 알맞은 해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관광 장소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북촌이라는 종로구 내 5개의 역사 관광지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종로구의 움직임 이후, 서울시에서도 “서울도보관광

(dobo.visitseoul.net)”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시·청각 장애인 해설코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교육받은 시·청각 장애인 해설

사가 장애인 당사자와 동반 관광객에게 해당 장소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덕수

궁 코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동·경희궁, 덕수궁 코스로 궁궐과

같은 역사관광 장소 및 테마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다

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관광은 역사문

화자원을 가진 관광 장소들로만 유도되고 있는 탓에 이들은 쇼핑이

나, 유흥, 오락시설에 대한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인 1급의 주홍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주홍: 경복궁 같은 공식적인 여행지나 계획된 관광 도시들은 사실

홈페이지도 있고, 지원도 받고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비교

적 잘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았으니까 사실 그

런 대표적인 관광지엔 잘 안 가요. 이제는 오히려 홍대나 연남동 같

은 대표적인 타운들 있잖아요? 작은 소상공들이 하는 카페라든지

키치한 공간, 지하로 내려가면 있는 재미난 샵들 같은 곳 말이에요.

아니면 천호에 있는 쭈꾸미 골목에 밀집한 맛집, 광장시장과 같은

그런 골목이나 시장도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간다면 이런 곳을 가

고 싶죠. 그런데 그런 곳은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정보를 얻기가 어려

워요. 일단 그런 곳들은 실제적으로 너무 좁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은

지체장애인을 위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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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죠. 서울시민으로서 서

울을 관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부재하다는 게 또 그런 곳

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타지에서 거주하다 학교와 직장에 따라 서울 시민이 된 주홍의

경우, 서울 시민으로서 고궁과 같은 대표적인 관광시설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때문에 주홍은 홍대나 연남동과 같이 새로운 관

광지 혹은 골목길이나 시장, 키치한 샵들과 같이 오밀조밀하고 협소

한 공간, 환경에 대한 장애인 관광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은 주홍의 말처럼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정보를 찾기가 어

려울 뿐더러, 실제로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주홍: 다시 강조하면 일반적으로 서울 내 대표적인 관광 장소는 장

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예전의 장애인 관광은

요, 기업이나 복지관, 재활원 같은 데서 날을 잡아요. 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관악구 낙성대동 장애인들의 봄 소풍을 가

겠습니다! 하면서 단체로 가는 거예요. 이때의 관광 형태는 마치 외

국인들이 서울을 2박 3일 관광하듯이 단체로 다니면서 거점을 둘러

보는 관광이었어요. 그 때는 이런 주 거점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중

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했고 또 외출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관광은 그게 아니

에요. 이제는 장애인도 나 혼자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어딘가를 가

보는 거죠. 즉 자기의 고유한 여행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는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거점만을 돌아보는 단체

여행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장애인들이 자기만의 취향과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나는 막걸리를 좋아해!, 그러면 서울에

있는 막걸리 맛집 투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인

여행도 테마 별, 그리고 대표적인 여행지뿐 아닌 서울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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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홍의 말처럼 과거 장애인의 관광 형태가 기업, 복지관 등

의 주도 하에 서울의 주요 거점 관광지를 둘러보는 단체 관광의 형

태로 정형화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장애인의 사회 진출, 인식 개선,

시설 설비 등에 따라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관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 역시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고유한

여행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다. 즉 장애인은

더 이상 고궁과 같은 역사관광지에 한정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여행

을 계획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더 이상 대표 관광지 뿐 아니라

서울의 다양한 테마와 콘텐츠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종로구와 서울시 모두, 시·청각 장애인 해설사만 양성할

뿐 지체장애인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 내에 지체장애인 해설사가 없는 이유는, 지체장애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광·해설할 수 있는 장소가 그만큼 제

한적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체장애인 해설

사가 없는 서울에서 해당 장소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에 따른 관광

은 이제 지체장애인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여 파악해야 하는 임무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와 관광청에서 소개하는 앞선 역사문화유적지들은

아무래도 건축 특성상 지체장애인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이에 대해 정호는 경복궁, 덕수궁과 같은 고궁에 대한 관광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 건축물의 특성상 지체장

애인이 관람하기 편한 편의시설로 개조할 수 없는 건축물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면서도, 고궁 내부에 나무로 만든 간이 경사

로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치된 장소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경로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정호는 “일

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느낌”으로 자신의 관광 경험을 표현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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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경복궁 같은 고궁이나 역사유적지 같은 곳들 경우는 아무래도

실외여서 IFC몰이나, 코엑스몰처럼 실내 관광지들 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복궁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로가 그 시대 그대로 돌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휠체어로 이동할 때 덜컹거림이 너무 심하고, 어디를 넘어가더라도

문이나 턱이 있고요. 나무로 만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설치된 곳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관광하는 경로가 한정

적으로 정해지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느낌

이 들죠. 예를 들어 근정전 안에 들어가 본다거나 계단에 올라가서

내부를 본다거나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으니 불가

능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옛 고궁이나 절, 유적지들의

어쩔 수 없는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자율성 논의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일

종의 이동권의 개념으로 논의할 수 있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는 ‘접근권’이

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접근권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크게 건축물이나 시

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

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횡단보도와 인도의 턱과 같은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이달엽 외 2004).

즉 접근권은 누구든지 시설과 설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유로운 이동의 개념을 포함시킨다. 궁극적으로 시설과

설비에 접근하는 것은 이동을 통하여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호의 말처럼 도시 관광지 내 시설의 제약에 따라 ‘자율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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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통용되기 힘든 지체장애인에게 이동권과 접근권은 수사적인

언어로 남게 된다. 이처럼 이동권에 대한 강력한 보장이 어려운 현

실 속에서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은 몰(mall)이나, 쇼

핑센터, 박물관과 같은 실내 관광 장소를 비교적 ‘안전한’ 장소한 장

소로 인식하며 선호하고 있었다.

연구자: 자주 방문하는 관광·여행지의 특성이 있을까요?

우혁: 저는 주로 박물관, 미술관과 같이 도시 내에 위치한 문화시설

등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세종

문화회관이랑, 예술의전당 한가람 쪽에 일정을 평소에도 주로 체크

하고 다니죠. 당장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늘 저녁에도 <이집트 미

라전>에서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밤 산책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려

고 했는데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겨서 못갈 것 같네요.

연구자: 우혁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을 많이 가는 이유가 단순히 여기서 볼 수 있는 문화자원들이 많

아서 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혁: 선후 관계를 따지기가 참 모호하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곳들이 대부분 실내여서 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 문화자원,

특히 문학적 문화자원들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느긋하게 휠체어 천천히 끌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좋아

하거든요.

평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 일정을 챙길 정도로 전시물 관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우혁은, 본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주

가는 이유에 있어서는 단순히 전시품을 관람하는 것을 좋아해서 일

뿐 아니라 그곳이 ‘실내’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물관이나 미술관은 “느긋하게 휠체어를 천천히” 끌면서 여유를 가지

고 관람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다시 말해 지체장애인

인 우혁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는 이유는, 문화자원을 습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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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이전에 그곳이 휠체어에게 용이한 공간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우혁에게 관광에서의 기호와 취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지의 ‘형태’, ‘공간 구조’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우혁은 다음에

서도 박물관과 미술관 뿐 아니라 몰과 같은 실내 관광지에 대한 강

한 선호를 드러냈다.

연구자: 그동안 서울을 관광·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장소가 어디였

어요?

우혁: 가장 좋았던 곳은 DDP, 코엑스몰, 서울의 주로 몰들?

연구자: 내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혁: 네 그렇죠.

연구자: 왜 그곳들이 가장 좋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우혁: 일단 동선이 가장 맘에 들었고, 식당을 출입하거나 어느 장소

를 이동할 때에는 휠체어가 비장애인과 같은 동선을 가질수록 좋거

든요. 앞선 장소들은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슷한 동선으로 움

직이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평등한 느낌이죠. 실제 대부분의

상점가들이 다 자동문이었고 턱이 없었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런 여의도 같은 곳도 거의 대부분 턱이 없잖아요. 또 소개팅하기도

좋고(웃음).

우혁이 언급한 DDP나 코엑스 몰, 여의도 IFC 몰과 같은 실내 관

광지들은 실제 비교적 넓은 공간 구조와 매끄럽게 이동하기 좋은

타일의 바닥을 갖추고 있다. 그 때문에 지체장애인이 관광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거나 방해를 줄 여지가 적으며 무

엇보다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함께 걷기 좋은 자취를 띤

다. 우혁이 언급했듯이 “휠체어가 비장애인과 같은 동선”을 갖는 것

이다. 앞서거나 뒤쳐져 따로 걷지 않아도 되는 대형 몰 관광지의 공

간 특성은 지체장애인이 동행한 사람과 “평등한 느낌”을 들게 한다.

또한 쇼핑 몰 내 입점한 상점가들은 대부분 자동문이거나 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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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린 구조로 되어있으며, 건물 내 장애인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도 우혁이 서울에서 실내 관광장소들을 가장 좋아했던 경험

으로 남게 했다. 몰에 대한 선호는 정호, 민주에게서도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호: 저는 여의도 IFC 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각종 백화점, 코엑스

몰과 같은 대형 실내 쇼핑몰들을 좋아해요. 이런 큰 건물들은 아무

래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준들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비교적 새

건물들이다 보니까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또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편하고, 그래서 다른

관광 장소들보다도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거

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많으

니까요. 저는 그런 점들이 좋아서 실내 관광지들을 되게 선호해요.

민주: 제가 자주 돌아다니는 서울의 장소들의 공통점은 제가 다니기

편한 곳, 예를 들어 코엑스 같이 큰 복합 몰 같은 곳을 선호해요.

여의도 IFC몰이나, 잠실 롯데몰 같은 곳도 포함되겠네요. 여기는 또

다행히 전철로 가기에도 무리가 없는 위치에 있어서 좋죠. 그래서

일단 마음이 편한 곳이에요. 음식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도 없고,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정호와 민주 역시 우혁과 비슷한 이유로 실내 관광장소들을 선호

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백화점, 몰과 같은 규모가 큰 건물의 관광

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간 구조를 갖추면서 고른 파일 바닥과

장애인화장실들을 ‘보장’하는 곳이다. 즉, 이들에게 몰과 같은 실내

관광지는 야외에 있는 관광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곳”이

자 “안전한 곳”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한

곳’에 대한 개념은 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타인의 도움

을 덜 필요로 하게 하면서 이들이 주체적인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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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다.

민주: 사실 방법은 언제나 있어요.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제가 성격이 남에게 의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기 편한 곳을 선호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갔던 곳들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새로운 곳

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 좀 각오가 필

요해요. 아 정말 가고 싶다, 라는 동기가 강해야 가죠. 그래서 사람

들과 약속을 잡을 때 ‘우리 새로운 데 가보자!’라는 말은 사실 잘 안

나와요. 알던 데를 가지.

지체장애 1급인 민주는 높은 장애 등급을 가졌지만, 타인에게 도

움을 받지 않는 주체적인 삶과 관광을 원한다. 하지만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서울의 관광 시설들 앞에서 때때로 자유로

운 관광 앞에 좌절된다.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 “다니기 편한

곳” 위주로 선회한다는 민주의 말은, 지체장애인이 특정 관광지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대답

을 듣게 한다. 그 때문에 대형몰과 같이 비교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 잘 갖추어진 장소 외에, 새로운 외부 공간에 발을 들이는 것은

민주로 하여금 “각오”를 필요하게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

은 민주에게 실내 관광지인 몰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마음이

편안한 공간”으로 인지된다. 그 때문에 민주는 “강한 동기”가 생기

지 않는 한, “마음이 편안한” 관광지인 몰을 찾는다. 이처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지체장애인이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관광할 수

있는 권리, 즉 관광권에 대한 행사를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에게 마음껏 자유로운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과 시설에의 차별

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여행을 복지적이고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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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으로만 바라보지 않으려면, 장애인들이 주체성을 갖고 혼

자서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한다. 하지만 기본

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울

에서, 장애인은 늘 도움이 필요한 대상, 즉 수동적인 존재로 머문다.

지체장애인이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에의 부재는 장애인에 대한 사

회적 배려와 관광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의 인정이 아직 부족함을

의미한다.

2. 비장애인 주도 장애인 도시 관광

1) 비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관광 가이드북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현재 협회, 기관, 공사 등에서

는 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 및 안내 책자 등을 발급하

고 있으며 또 제작 중에 있다.9)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 및 연구에

는 개별 장애인이 등장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으며 또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관광지를 조사하거나

계획하는 과정이 없다. 장애인 관광과 계획에 있어 장애인의 역할은

비장애인이 만든 설문지 속에 자신의 의사를 기입하는 형태로 등장

할 뿐이다.

장애인의 서울 관광을 위해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가이드북에는 기

본적으로 장애인당사자가 해당 장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이나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선 협회, 기관, 공사 등

에서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관광 장소, 관광 루트, 숙박시설, 음식

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의 장소에만 적은 수의 장애인을 참여

9)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의 “무장애관광”, 서울특별시관광정책과의 <서울

시배리어프리관광상품개발가이드북>(2015년), 문화재청의 궁·능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개선사업연구,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구석구석의 무장

애여행”, 한국소비자원의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이 그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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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사 대상 시

설(개)

현장조사원(명)

조사원 장애인 장애인비율

서울 18,529 83 10 12.0%

부산 9,672 70 9 12.9%

대구 7,002 43 0 0.0%

인천 10,450 119 2 1.7%
광주 5,052 38 9 23.7%

대전 3,535 28 3 10.7%

울산 3,606 26 0 0.0%

세종 159 2 1 50.%

경기 29,539 177 61 34.5%

강원 4,467 47 23 48.9%
충북 4,927 42 5 11.9%

충남 7,379 61 23 37.7%

전북 7,159 52 5 9.6%

전남 7,553 30 4 13.3%

경북 10,272 115 23 20.0%
경남 9,351 54 13 24.1%

제주 2,921 16 3 18.8%

계 141,573 1,003 194 19.3%

시키거나 심하게는 장애인이라는 주체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

제가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관광 계획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장애

인 당사자는 없거나 소수일 뿐이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주관 하에 실시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투입됐던 지

역별 조사원 현황에 따르면 비장애인조사원에 비해 장애인 조사원

의 수나 비율은 현저히 낮다. 심지어 대구, 울산의 경우에는 장애인

조사원을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않다.

<표 7>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조사 중 지역별 조사원

현황(2013)10)

10)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장애인편의

시설 실태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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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장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을 계획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

함, 부적절함, 매우 적절함, 매우부적절함을 평가하는 것은 대체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이 된다. 이처럼 장

애인이 주체가 되거나 동행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장애인

시설 유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령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화장실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장소가 배리어프리한 장소로 인식될 여

지가 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 화장실 입구가 휠체어가 화장실에 들

어갈 수 있는 폭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있

다고 해도 그것이 손의 압력이 낮은 지체장애인이 수동휠체어를 타

고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경사로인지 등 당사자적 입장으로 꼼

꼼하게 시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장애인의 시

선과 기준으로 서울 내 관광지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그저 존

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관광장소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에 따라 각종 자료들이 소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배

리어프리한 관광 장소에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2015년 서울시의 지원 아래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가 조사

한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에서는 “서울시

관광자원·시설 모니터링, 관련연구·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조사 등

을 통하여 우수자원을 선별”하여 39곳의 관광지, 32곳의 숙박시설,

34곳의 음식점을 수록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북에 따르면 먼저 관광

지에 대한 선별기준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관련연구·실태조사, 관

계자 서면조사, BF 시설 여부 등을 분석하여 선정” 하였으며, 음식

점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차 공간 확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맛집 소개 빈도, BF시설 충분성 등의 절차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조사에 동의한 곳을 선정”하였고, 숙박시설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BF 출입통로 확보, BF 객실, 자문위원 추천의 절차로 선

정하였으며, 선정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담당자와 전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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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조사에 동의한 곳을 선정”하였다고 소

개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개요를 바탕으로 가이드북에서는 덕수궁, 명동성당,

국립현대미술관 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의 대표 관광지들과

한식·중식·양식 등 다양한 맛집 정보,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정된 음식점 목록에는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방학점)>과 <애슐리(영등포점)>이 등장하

고 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한 식당을 단 34곳만을

소개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이 특색 없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등장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식당이 언급된 것보다 더욱 의문스러

운 것은, 앞선 장소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없고, 음식점 내부

에 장애인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에게

용이하지 않은 식당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처럼 지체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하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

고, 장애인을 위한 관광상품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해당 상점들이 가

이드북에 오른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숙박시설 역시

웨스틴 조선 호텔(중구), 호텔 리츠칼튼 서울(강남점), 롯데호텔 월

드 등 하루 숙박비가 30만원을 웃도는 고급 호텔에 대한 정보들이

주로 담겨져 있다. 호스텔이나 모텔과 같은 저렴한 숙박 시설에 대

한 정보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다.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지체장애

인 여행작가인 전윤선(2015)은 “관광지 숙박업소가 신축 또는 증개

축을 할 때, 편의시설을 설치한 다음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숙박업소들이 준공검사를 받은

후 편의시설을 제거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광

지에서 편의시설이 갖춰진 숙박시설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

정한 규모 이상(가령, 객실 5개 이상)의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편

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숙박업소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

도록 해야 한다. 편의시설을 갖추려는 숙박업소엔 예산을 지원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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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유도하고, 문화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굿 스테이나 베니키아 같

은 숙박업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편의시설을 갖추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게스트 하우스를 허가할 때에도 장애

인들이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전윤선 2015: 43-44)”고 주장한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하는 지체장애

인들에게, 비싼 숙박 시설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한 소개는 서울

이 그 자체로 지체장애인들에게 ‘좋은’ 관광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가

이드북은, 서울이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로서 친절한 도시인지에 대

한 의문을 갖게 한다.

2) 신뢰할 수 없는 장애인 관광 정보

2017년 4월 2일 연구자는 반전동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한 명

과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3명, 즉 지체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7명과 함께 이태원과 남산타워를 다녀왔다. 이태원과 남산타워를 관

광 장소로 ‘선정’하게 된 기준은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선택이었다

기보다는, 이 장소들이 현재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http://disability.seoul.go.kr/)와 앞선 관광정책과에서 발간한 「서울

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2015)과 같이 시와 정부가

발간한 간행물에서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하다고 ‘명시’되는 장소

들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면서도

이 장소들이 정말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한 공간인지를 직접 확인

하고자 했다.

특히 이태원(용산구)은 현재 서울시의 관광특구 5개 구(중구, 동대

문구, 종로구, 송파구, 용산구) 중 한 곳이라는 점과 1997년 서울 ‘최

초’로 지정된 ‘관광특구’라는 점에서 관광지로서의 특징과 이점을 갖

는다. 한 구(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관광특구 내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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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하거나 보조한다. 가령 음식점의 야외 영업이 허용되고, 매년 축제

및 관광 명소화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해당 구는 시로부터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연구자는 이태원이 관광특구

로 지정된 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애인의 관광이 고려된 정

책들이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서울시와 관광정책과에서 추천하고 소개하는

장애인 관광지 및 코스에는 고궁, 유적지, 문화재, 박물관 등 고루한

느낌의 관광지가 대부분이다. 즉 장애인이 쇼핑을 하거나, 키치한

느낌의 공간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진 관광지들은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20·30대의 젊은 지체

장애인 관광객을 타겟팅한 장소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같은 젊은 장애인 혹은 장애인 동료의

사람들이 소비와 유흥의 공간인 이태원을 누려보고자 이태원을 선

택하게 되었다. 남산타워 역시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와 관광정책과

에서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하다고 소개되고 있는 장소였는데, 가령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들과 기념품점, 장애인 화장실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소개’되고 있어 이태원 이후의 관광 코스

로 함께 선정하였다.

하지만 관광 결과 이태원은 기본적으로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을

포함하여, 언덕길이 많아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곳이었다. 또한

이태원에 있는 수많은 상점 중에 문턱이 없거나, 휠체어를 위한 경

사로가 마련되어 있는 상점은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탄 네 명의 지체장애인의 이동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

요하게 했다. 시간의 지체는 물론 공간적 제약, 그리고 장애인의 ‘단

체’ 관광에 따른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우리는 가중되는 부담과 어려

움을 느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 ‘한 명’

과 ‘여러 명’이 서울을 여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임을 느꼈다. 그러면

서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 정보에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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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인들의 여행을 고려한 도시 계획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을 남겼다.

또한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한 공

간으로 소개된 A식당과 같은 경우, 식당 입구에는 단차가 없어 휠

체어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석이 높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구조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관광객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

가능했다. 해당 장소가 ‘어떤’ 장애 유형에게 배리어프리한지 명확한

정보 전달이 없어 생긴 문제였다. 또한 우리는 <서울시장애인홈페

이지>에서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한 공간으로 소개하는 다수의 식

당이나 상점들이 현재 없어지거나 업종이 바뀌었는데도 반영이 되

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정보 획득에 혼란을 겪

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실제 연구자가 만난 지체장애인 대부분은

서울시나 관광공사 등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관광 정보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연구자: 혹시 우혁씨는 서울시의 <장애인관광편의정보>, 서울시 관

광정책과에서 발간한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

북」,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여행> 등 다양한 협

회, 기관, (관광) 공사 등에서 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보고서 및 책

자, 가이드북을 제작했거나 제작 중에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우혁: 알고는 있었는데 믿기가 어렵..(웃음)

연구자: 아,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어요?

우혁: 알긴 했어요. 있다고는 알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

로는 많이 못 봤어요. 주변에서 이용한 사례를 들어보면 뭐.. 가봤더

니 너무 좁더라, 라는 말도 들어보기도 해서..

연구자: 별로더라? 여기서 발간한 내용들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

은 들은 거죠?

우혁: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 눈을 직접 믿는 편이라서. 오히려 저

는 일반적인 가이드, <비지트서울(http://www.visitseoul.net)>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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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사이트를 더 많이 참고해요.

연구자: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북 보다는 차라리 비장애인을 위한 가

이드북을요?

우혁: 네, 비장애인 사이트에서 보고, 직접 문의해보면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여쭤보죠.

연구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간하는 자료들은 안 보시는 편이시네요.

우혁: 많이 안 보죠.

연구자: 그래도 혹시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놓은 정보들에서 보고 가

셨던 곳은 없으신가요?

우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세상 혼자 사는 구나, 김우

혁! (웃음)

우혁은 서울시나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발간하는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북이나 소식지들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가본 곳에 대한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 이는 주변 지인들이 앞

선 책자들을 참고하여 갔다가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을 위해 발간한 가이드북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장애인을 위

해 만들어진 가이드북을 자신의 서울 관광에 참고하고 있었다. “나

진짜 세상 혼자 사는 구나, 김우혁!” 이라는 우혁의 말에서 우혁에

게 여행과 관광은 지극히 개별적인 영역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해 발간한 여행 책자에 대한 불신

으로 지체장애인의 여행이 다분히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

상은 민주의 말에서도 확인되었다.

민주: 다음 카페에 <휠체어 배낭여행>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거기 카페를 구경하다가 내용이 엄청 많이 담긴 pdf파일에서 장애인

을 위한 서울시 여행안내 파일 같은 걸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오! 이거 정말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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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연구자: 왜요?

민주: 신뢰가 잘 안 가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요?

민주: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었을 때 비장애인들

이 만들었다면 분명히 꼼꼼하게는 안 만들었을 거다, 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위해 만든 콘텐츠들은 늘 있지만 그 저는 그

퀄리티가 별로 일거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 주가 되어 만든 장애인을 위한 정보에 대해 “불신”한

다고 말하는 민주 역시 장애인을 위한 관광 사이트를 통해 해당 관

광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든 콘텐츠

에 있어 그 정보의 질에 대해 민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각

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민주에게도 서울 관광은 인터넷

검색이나, 로드뷰, 해당 매장에 전화걸기, 평소에 서울을 돌아다니며

갈만한 곳 체크하기, 혹은 직접 해당 장소에 미리 가보기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즉 이들은

구체적인 소식지나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시설을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서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시행착오에 따라 습득한 것이기도

했다.

정호: 저는 보통 대중없이 가고 싶은 곳이 생기기 때문에 (웃음) 친

구에게 어디가 좋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곳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요. 보통 로드뷰를 통해서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를 보며 턱이 있는

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편이죠. 가령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는지, 떨

어져 있다면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그리고 지하철역이랑 제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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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곳 사이에 또 다른 시가지가 있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길로 가서 구경을 할지 등을 파악해요. 어쩌다가 신문이나 휠체어

관광 이렇게 해서 가끔씩 기사를 접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몰랐던 곳, 혹은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 갈 수 있었구나 하는 곳이

있었구나 하는 곳은 그렇게 정보를 알게 돼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랑 같이 서울을 나갈 때는 거의 로드뷰를 따

라 길을 찾고, 심한 경우에는 제가 미리 그곳을 가본 적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과 어디를 들어 갈 수 있나 보려고요. 그리고 신촌이나

홍대와 같이 제가 주로 자주 가는 시내에서는 틈틈이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체크해요. ‘아 여기 갈 수 있네!’ 이런 식으로요. 시행착오

를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깐 (웃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혼자 다

닐 때에 비해서 사람들과 함께 다닐 때에 사전에 더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이동 수단이나 접근방법,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카페의 종류 등이 제한이 되니깐.. 최대한 제가 그런

것들을 소위 피해주지 않고 싶어서 미리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예전

에 한 번 친구들이랑 같이 대학로에 놀러갔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면

서 실컷 구경하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턱이 없이 접근

가능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때 참 많이 미안하고.. 불편하고. 내가 사전에 잘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죠.

신뢰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관광 정보지들은 결국 이들이 관광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발생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긴다. 특히 ‘시행착오’라는 단어는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이는 정

확히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이 없어 개인적으로 시행과 착오를 되

풀이하며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단어였다. 이처럼

관광 정보 습득의 개별성은, 관광 환경의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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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적으로 이동의 제약을 받는 지체장애인들은 같은 거리

라도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길 돌아가기,

엘리베이터 기다리기와 같이 지체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부당하

게 대면해야 하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홍은 이를 “예측

불가능성”과“변수”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주홍: 중요한 게 지체장애인의 여행에는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거예

요, 워낙 변수가 많거든요. 예컨대 서울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더라도 막상 가보면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데 사실 정확한 정보라는 게 잘 없어요. 가령

장애인화장실이 있다고 했을 때 화장실 유무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막상 가보면 화장실을 못 쓸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변

수가 많죠. 그래서 정보는 아주 중요하고 특히 무엇보다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실제 지체장애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들을 걱정하며

비장애인보다 더 일찍, 부지런히 여행을 계획한다. 관광에 있어서

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지체장애인이 알 수 없는 변수들과 맞서기 위해

미리 비축하는 시간, 즉 예비적 시간은 개인의 철저함에 따른 것이

라기보다도 낭비이자 피곤함이며 걱정이자 우울함이다. 그리고 정확

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장애인 여행 가이드북은 장애인의 시간

을 낭비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장애인을 위한 보

고서 및 책자 보다는 비장애인을 위해 만든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

접 가고 싶은 관광장소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서울을 관광하고 있었

다.

하지만 때때로 정확한 정보 획득에 실패한 지체장애인은, 이제 온

전한 감(感)으로 서울을 마주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감은 지체

장애인에게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감상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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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에게 정보는 ‘생명’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곧 장애인에게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없

는 가이드북에 따라 낭비되는 시간들은 장애인들에게 서울 관광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준다. 덧붙여 앞선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

공하는 주체가 ‘비장애인’이라는 것에 따른 불신 외에도, 정보에 대

한 홍보나 정보 그 자체가 전달되는 방식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

다.

정호: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서울 관광지 중 서른 몇 곳을 정

해서 관광 지도를 만들고 맛집 같은 곳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게

됐는데, 처음엔 아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었구나, 하면서 되게 놀랬

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된지가 서울에서 나름 여행을 다니고 관광을

한지 한 3년 정도 넘었을 때 알게 되었으니까.. 한 2013-2014년도

쯤?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여하튼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런 소식을 못 접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

금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책자나 가이드북이 있다고 하셔서 놀랬

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기가 힘들

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행이나 관광을 하는 데 정보 습득에 주원천이 된 적은 없어요. 그

리고 사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이걸 봤었더라면 모르겠는데..

2-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소개하는 장소 자체가 다 아는 곳이고..

그래서 크게 저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장애인을 위한 관광 자료집을 본 이후에도 이것을 절대적으

로 이용하고 싶다는 느낌은 못 받았나 보네요?

정호: 네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연구자: 그 이유는 뭘까요?

정호: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종이 책자의 형태로 받은 게 아니 다

보니까, 논문도 pdf로 보면 많이 못 읽듯이 (웃음) 그런 것처럼 그렇

기도 하고.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약간.. 정보는 많이 담겨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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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

을 못 받았어요.

연구자: 시각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죠?

정호: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컴퓨터의 모니터는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파일의 면적이나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딱! 보고서 정보

를 파악하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됐던 것 같

아요. 사람들이 신문 안 읽고 카드뉴스 보는 이유가 보기가 쉬워서

이잖아요. (웃음) 그림 나오고, 말 몇 개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렇

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장애인 관광을 위한 사이트도 많이 있는 것 알아요?

정호: 몰랐습니다.

정호는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 자체를 제

작하고 만들고 가공하는 기관은 많은데 그것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

니 정보의 흐름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 다양한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서울 관광을 위한 정보와 자료들

을 생성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적

다는 것에서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을

해 볼 여지를 남긴다.

3) 장애유형과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많은 부분 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의 도시 관광계획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그리고 성별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장애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논의하는 문제점이 있다. “장애인 도시관광”이라는 이름의

책자와 가이드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개의 장애인을 위한 도시관

광 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장애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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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안에 구분 없는 정보를 담고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한 공간으로 소개된 A

식당과 같은 경우, 식당 입구에는 단차가 없어 휠체어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석이 높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구조라 휠

체어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는 해당 공간이 ‘어떤’ 장애인에게 배

리어프리한 공간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문제

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장애는 유형에 따라 너무나 상이한 특성을 지니기 때

문에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모든 장애인을 말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곳이 어떠한 장

애 유형에게 배리어프리하고, 그렇지 못한 공간인지를 설명할 필요

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 관광지에 대해 정보를 얻는 행위는

다시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한 장애유형이라해도 그 안에는 다시 각기 다른 신체 조건에 따른

장애 등급이 구분 지어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장애인

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편의시설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가령 어떤 시설에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고 해도, 장애 정도에 따라 손의 압력이 낮은 어떤 지체장애인은 그

경사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경사로 설치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등급의 장애인에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혹은 어떤 등급의 장애인이라도 원활히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지체장애인이 전

동휠체어를 이용하는지 혹은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지와 같은 휠체

어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수동휠

체어와 전동휠체어는 그 크기와 무게가 매우 상이해 휠체어를 위한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서로 상용되지 않는 시설물들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관광정책과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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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 관광 장소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구분은 물론, 장애

인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은 시설물들 역시 존재한다. 이에 가장 대

표적인 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이다. 아직도 서울 관광지 내에는 장애

인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마치 장애인을 무성(無性)의 존재로 보는 관점이 들어간 계획

인 것이다.

민주: 장애인 화장실에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에 갈 때는

가기가 많이 찝찝하죠. 제가 또 화장실을 까다롭게 바라보는 편이어

서, 그렇게 남녀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분리되어 있는 곳이 없나 하고 찾아봐요.

또한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 내부에 있는 경우, 지체장애인

이 용변을 보고 나온 후 옷매무새를 점검하거나 화장을 고칠 수 있

는 낮은 높이의 파우더룸, 거울, 거치대 등이 구비된 화장실은 찾기

가 힘들다. 즉 여성 지체장애인에게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로만 존재할 뿐 여성 지체장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

이외에 할 수 있는 여타의 것들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은 현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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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의 도시계

획적 함의

1. 지체장애인의 ‘도시 관광권’ 보장

1) 지체장애인의 도시계획 참여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 계획의 함의는 무엇보다 비장애인

이 아닌, 장애인들의 관점, 의견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궁극적

으로 서울 내 관광지가 배리어프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장

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 계획은 많은 경우 장애인이 없거나 소수의

인원만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위한 도

시 관광 계획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홍: 그 분들(비장애인 계획가가)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의 깊게 안 봤다기보다는 보기 힘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들은 휠체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 판

단 자체가 잘못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장애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비장애인이 그 감각을 가지고 있

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지체장애인들의 섬세한 경험들을 잡아내려

면 분명 장애인 당사자들이 있어야 해요.

장애인 당사자가 부재한 도시계획의 문제는 주홍이 언급하고 있

는 것처럼, 도시계획가들이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설비

를 배제했다기보다도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이해하거나 고려하

기 어려운 시각과 감각에 있을 수 있다. 실제 전동이나 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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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앉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관점과 시

야는 두 다리로 직립 보행하는 비장애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혁: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은 미술품을 보는 시선부터 달라요.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그 미술작품을 보거든요. 그래서 색감 같은 것

도 약간 다르게 파악돼요. 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비장애인)이 음식을 먼저 볼 때 우리는

그림 아래에 있는 불안한 다리부터 보이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스캔

해서 보게 되죠. 조각품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

물과 건물에 대한 인상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어, 이건 약간 웃

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반대로 명암이 짙게 드리운

모습이 먼저 보이거든요.

장애인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미술작품에 빗대어 설명해

주던 우혁 역시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

의 시각이 같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었다. 미술작품을 보는 시선

의 방향과 명암 등의 차이에서 느껴지듯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도

있어서 비장애인 도시계획가는 지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도시

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지체장애인

을 위한 도시 관광계획에 있어서 지체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필수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래로 향

하는 지체장애인의 시야(각), 섬세한 감각, 비장애인이 겪을 수 없는

도시의 경험들이 계획 과정에 보태는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제 연구자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지체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 계획 과정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

로 밝히고 있었다.

연구자: 장애인에 대한 도시 관광 계획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가 필

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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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네.

연구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과정에 참여해주실 의향이 있으

신가요.

정호: 네 뭐 저는 너무(웃음) 제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

서 여행이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도시 관광 계획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기

회가 저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혁: 당연히 필요하죠. 장애인도 여행의 주체 중 한 명인데. 저는

참여할 의향도 있고, 지금처럼 제 경험도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해서 지도도 만들어 드릴 수 있

어요.. 솔직히 교통 정보에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표시하듯이 휠

체어가 다닐 수 있는 지형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려는 고궁 지대에 빨간색 라인이

있으면 아 여기는 보호자랑 같이 가야하는구나, 주황색 라인이면 휠

체어가 좀 덜컹거리겠구나, 초록색 라인이면 이쪽부터 가야겠다, 이

런 식으로요.

주홍: 장애인의 참여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관광계획을 사업 쪽

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체장애인이 그런

정보를 모으는 건 확실히 필요해요. 요즘엔 또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니까요. 일단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장애인 지인들

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을 잘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관광지들

도 법률적인 의무나 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들은 그걸 하면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은 그런 의무가 없잖아

요. 의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정말 좁은 골목들의 접근

성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 중에 일

부는 조금만 손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

런 곳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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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공사하지 않아도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그걸 유지하면서 접

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에는 장애인들

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서 지체장애인

들이 많이 관여하면 좋겠어요.

이처럼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지체장애인들을 적극 협조하여 도시 계획을 위한 전

문 교육 등을 마련해 참여인단을 꾸려 도시계획을 행할 필요가 있

다. 이로써 지금까지 비장애인이라는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계획되고

재현된 관광지를 벗어나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도시를 계획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도시관광권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비(非)장애시설의 무(無)장애화

또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시 관광 계획은, 궁극적으로 특정 관광

시설이 배리어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이는 ‘비장애’시설의 ‘무장애’화를 의미하며 무장애 디자인

(Barrier-free Design)이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같

은 개념의 설계방식의 도입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

무장애 디자인이란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이나 도시, 시설물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과 사회활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장애(barrier)를 없앤다(free)라고 해석된

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장벽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의 발단은 1974년 국제연합 장

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에 관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

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의 목적으로 하며 둘 째, 노인이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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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관광시설

및

목적지에

주차장

- 장애인 주차장과 승차지구는 가능한

한 건물입구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차

량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이들의 사회참여를 막는 것을 장애라고 하며,

이 장애를 없앰으로써 사회참여가 쉬운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박

용환 외 2008: 17).

한국유니버셜디자인센터에 따르면 유니버셜 디자인은 “변화되는

디자인 경향이 아닌 사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적인 디

자인”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답

고 장애가 부각되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며 인간의 생애주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와 관련된 다양

한 신체조건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외 뿐 아니라 제품

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숙(2010)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본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는데 첫째, 다양한 능력이 일반인에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

들은 살아가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변화하며, 둘째, 장애인에게 좋

은 디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으며, 셋째,

편안하고 독립적이며 조절 가능한 물리환경에서 우리의 능력이 발

휘될 때 우리는 개인의 자존감, 정체성을 느낄 수 있으며, 넷째, 사

용하기 편리한 것과 미적인 것은 상호간에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이지숙 2010: 104).

이러한 개념과 함께 2005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선

언하면서 이를 위한 시설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며 참여국들에 실

천을 권고한 바가 있다. 특히 세계관광기구는 주차장, 표지판, 엘리

베이터, 공중전화, 공중화장실을 관광지에서의 필수적인 시설로 지

정하며 반드시 설치 및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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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

로

요구되는

사항

-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넓

은 공간을 확보해야 함.

표지판

- 정보, 체크인, 티켓데스크는 반드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최대한 입구

근처에 위치.

- 안내표지판은 시각, 음성표지 모두를

갖추어야 함.

-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구

는 충분히 큰 크기의 이해 가능한 심볼

로 표시되어야 함.

엘리베이

터

- 휠체어가 진입하여 쉽게 돌 수 있게

충분한 공간 확보.

- 감각장애인들이 쉽게 작동할 수 있도

록 시설을 갖춰야 함.

공중전화

높이, 이동성문제 혹은 감각문제를 불문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공중화장

실

- 장애인 화장실은 보통 화장실과 동일

하게 위치.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와 편의시설을 갖춰야

함.

가격
장애인 시설 이용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특정

시설에

요구되는

충족조건

터미널,

역,

관련시설

- 이동성 장애가 있는, 특히 휠체어사용

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시설 구축.

- 터미널은 반드시 접근경사로, 엘리베

이터, 리프트 등을 제공

- 정보는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 시각,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음성 및 시각신호를 가진 신호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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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야 함.

-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은 가능한 한 단

순해야 함.

숙박시설

- 호텔 내 적당한 수의 객실은 도움 없

이 전적으로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

해야 함.

- 이들 방은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쉽게 이동, 머물고, 소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함.

- 응급상황에서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람시스템을 갖춤.

- 복도 및 이동 동선은 휠체어 2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이상의 권고사항은 캠핑시설에도 적

용. 특히 알람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

워시설은 갖춰야 함.

식당 등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접근이 용이하

고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구디자인이 되어야 함.

박물관,

관광관련

시설

-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로 수

평, 수직적으로 이동성이 제한된 방문자

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정보전달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은 장애인을 위

한 필수적인 훈련을 받아야 함. 특히 청

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해

야 함.

- 휠체어 대여와 같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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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

- 이동장애, 감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장애여부를 떠나 인식가능한 표지판

설치 및 정보제공이 필요.

도로
주요도로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과 서비스가 제공

<표 8>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설 지침 (UNWTO)11)

휠체어라는 사물과 함께 이동의 전 과정을 함께 하는 지체장애인

의 경우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과는 달리 관광에 있어 계단,

문턱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즉 도시의 물리

적인 환경은 지체장애인의 관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장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도시환경과 계획은 국가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관광지 내

시설들을 세계관광기구가 권고한 내용에 입각해 수정하거나 앞서

언급한 무장애 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시설로 무장

애화할 의무가 있다.

2. 신체적 관광 약자를 위한 서울

지금까지 연구자가 만난 모든 장애인들은 “서울은 장애인이 관광·

여행하기에 친절한 도시라고 생각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자

의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물론 도시의 구체적

인 장소에 따라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시간 등에 따라 관광이 불가

능해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

역(지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친절한 관광지라고 답변했다. 특히

11) 한국관광공사, 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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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

의 경우에는 관광지로서의 서울의 이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민주: 제 고향은 전주인데요(웃음). 전주는 서울에 비해서 정말 열악

해요. 제가 갈 곳 있는 곳이 수적으로도 훨씬 적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행이나 관광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자유로울 수 있

는 환경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니까 나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내려가면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같은 다

른 도시들도 비슷하겠구나 싶어서 다른 지역은 가볼 염두가 안 나

요. 일단 교통이 불편해요. 교통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말 큰 부분인

데..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친절하다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이에요. 전철이랑, 저상버스가 잘 되어있고 콜택시도 어쨌든 탈

수는 있으니까. 교통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혜진: 전주는 지하철이 아예 없죠?

화영: 네 아예 없고, 장애인콜택시가 있긴 있는데 서울보다 이용하

기가 어려워요.

전주가 고향인 민주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 근교에 살고 있으면서

지방과 서울의 관광 여건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민주에게

서울이 아닌 지방은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는 공

간이며 이에 따라 관광과 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민주는 고향집에 내려가면 “거의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는 지방에서 거주했던 경험 때문에 지방의 다른

관광지 역시 이와 같이 열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

유로 민주는 서울이 아니라면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여

행을 즐기고 있었다. 마산이 고향인 정우 역시 자신이 서울을 좋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마산이라는 지방, 즉 지체장애인을 위

한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교통수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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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종합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점수 순위

서울 5.3 5 4.1 5 12.2 1 80.0 1

부산 7.9 2 2.8 7 4.9 7 73.1 2

대구 3.5 7 6.2 2 9.8 3 65.6 7

인천 4.4 6 3.5 6 6.1 6 69.8 4
광주 8.8 1 5.5 3 11.0 2 68.4 6

대전 7.9 3 4.8 4 7.3 5 72.1 3

울산 6.2 4 6.9 1 8.5 4 68.8 5

구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여객시설주변

접근로보행환

경

저상버스

보급률여객시설 교통수단

동편의시설 설치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설치율”,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보급률” 등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2016

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서

울과 지방의 이동편의 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난다.

구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여객시설주변

접근로보행환

경

저상버스

보급률여객시설 교통수단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서울 7.3 6 12.2 2 12.4 1 10.1 1

부산 10.2 4 10.9 3 11.2 2 7.1 4
대구 13.1 2 5.4 7 8.7 4 8.1 3

인천 5.8 7 13.6 1 9.9 3 5.1 6

광주 8.8 5 9.5 4 6.2 6 6.1 5

대전 11.7 3 8.2 5 7.4 5 9.1 2

울산 14.6 1 6.8 6 5.0 7 4.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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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세종 11.7 4 5.4 10 10.7 1 9.4 2

경기 5.8 10 12.7 2 11.6 2 6.7 6

강원 13.6 2 10.0 5 8.3 9 10.1 1

충북 8.8 7 7.3 8 12.4 5 8.1 4

충남 12.7 3 10.9 4 7.4 3 6.1 7

전북 14.6 1 6.3 9 5.0 8 7.4 5

전남 11.7 4 13.6 1 9.9 6 5.4 8

경북 9.7 6 8.2 7 5.8 7 4.7 9

경남 6.8 9 11.8 3 6.6 4 8.8 3

제주 7.8 8 9.1 6 9.1 10 4.0 10

구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종합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환산

값
순위 점수 순위

세종 6.5 5 4.1 7 7.3 7 76.6 2

경기 8.2 2 6.0 3 8.9 5 80.0 1

강원 5.3 7 5.5 4 4.9 10 69.0 7

충북 5.9 6 5.1 5 11.4 2 73.8 3

충남 4.7 8 3.7 8 8.1 6 71.4 5

전북 7.6 3 3.2 9 10.6 3 68.2 8
전남 4.1 9 4.6 6 9.8 4 71.2 6

경북 3.5 10 2.8 10 6.5 8 53.3 10

경남 8.8 1 6.9 1 5.7 9 73.2 4

제주 7.0 4 6.4 2 12.2 1 64.2 9

<표 9>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7대 광역시와 10대 시도

비교표)12)

12) 국토교통부(2017),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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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명) 2015년(명)
전년대비

증가율(%)

계 13,048,222 13,228,203 1.4

장애인 1,500,806 1,412,994 -5.9
고령자 6,520,607 6,775,101 3.9

임산부 435,435 438,420 0.7

어린이 2,297,070 2,334,907 1.6

영유아동반지 2,294,304 2,266,781 -1.2

<표 10> 교통약자 세부현황(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는 제외)13)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서울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에서 교

통수단 부분 2위, 여객시설주변접근로보행환경 순위 1위, 저상버스

보급률 1위, 교통복지행정에서 1위 등을 차지하며 7대 광역시와 10

대 시도에서 경기도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도에서 긍정적인 평

가를 받고 있다. 물론 앞선 지체장애인들의 경험에서 확인하였듯이

이 수치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적으로 지체장애인에게 완벽한 관광조건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면 서울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관광 도시로 기능할 기반이 지방에 비해서는 ‘상

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에서는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의무적

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편의시설을 조사했다. 여기서는 “대상 건축

물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

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인 매개시설과, 건물 내부

에 설치된 편의시설로 “주출입문, 일반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13) 국토교통부, 2017,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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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건물수

대상편

의

시설 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수 및

적정 설치율(%)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경기 29,541
1,326,38

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

(세종)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인 내부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에 설치된 편의시설”인 위

생시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

된 편의시설”인 안내시설, 그 외 “객실, 침식, 관람석, 접수대, 임산

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통계청

2016: 9).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편의시설 설치수 및 설치율 비율과 적

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에서 지역 평균과 근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율에서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물

론 이 수치 역시 앞선 국토교통부의 교통복지수준과 마찬가지로 서

울이 지방과 비교하여 평균적인 숫자임을 나타낼 뿐, 지체장애인들

에게 최상의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수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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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계 141,573
6,305,37

4

4,283,67

9
67.9%

3,795,14

8
60.2%

<표 11> 지역 별 편의시설 설치율14)

앞선 조사 결과들에 비춰보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

복지수준과 평균 이상의 편의시설 설치 기반이 다져있는 서울에서

지체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관광지로서의 도시계획은, 마침내 지체장

애인 뿐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와 같이 신체적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장소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도시 관광 시장의 활성화

앞선 기반들은 지체장애인의 관광권 보장은 물론 관광산업의 성

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배리어프리하게 변

화한 건축·제도·법적 기준 및 범위 등은 관광 정책의 수혜자를 넓히

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관광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인

구 고령화와 맞물려 논의될 수 있는데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집행

되면 신체적 제약조건을 가진 인구의 비율 또한 높아지고 이들의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 신체적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의 구축은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

다. 이는 비단 국내 관광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래관광객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 관광객이 연 평균 100만 명 이상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국문화관광연구원(노영순) 2012: 10-11).

14) 통계청(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016년 정기통계품질진

단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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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가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배리

어 프리 신(新)법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함께 묶은 법률을 내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체 조건을 가진 고령자와 장애인이 도시

공간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과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등

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참여는 도시를 그들의 신체에 더 적합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도시

를 소비하며 관광하는 데에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은 신체적인 제약 상 상대적으로 혼자 여행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동반자와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점

에서 지체장애인의 여행은 집단적으로 지역 문화를 소비함과 동시

에 관광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소비자로 등장할 수 있다. 결국 지체

장애인의 도시관광권에 관한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시혜와 복지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한 명의 여행자이자

소비자라는 주체로 위치시키는 논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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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

며 장애인은 이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의 종류

와 그 정도가 무엇이든 장애는 분명 개인의 생애나 더 나아가 한

가정 내부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 가운데 연구자는 다

리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사람들,

즉 수동이나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동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하는 지체장애인 혹은 그들의 가족 및 지인을 만났다.

비장애인인 연구자는 지난 6개월 간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괴로

움과 시련 속에 뛰어들었고, 본 논문은 그 무모하고 성긴 여정에 대

한 작은 기록이다.

연구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잃어 휠체어라는 사물에 의존해야하

는 그들의 신체적 특성에 주목하며, 먼저 지체장애인의 ‘이동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여기서의 이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혹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지체장애인

의 이동의 배경이 되는 공간으로 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을, 일상적

인 생활 영역보다도 휴식과 여가의 개념을 갖는 관광·여행지에 주목

하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지체장애인에게 관광지로서의 서울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까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국가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와 같은 선행연구

나 문헌자료 등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는 수치와 도표가 아닌 지체장애

인 당사자라는 사람 그 자체를 통해서였다.

연구자는 지난 6개월 간 지체장애인들과 깊은 라포를 쌓으며 관

광·여행지에서 이들이 겪은 난처한 혹은 섬세한 경험들을 충실히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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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지체장애인의 만남의 형태는 단편

적인 인터뷰와 참여관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들의 삶에

개입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관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여정에는 유랑이랄지, 노정(路程)이랄지 무어라 정의 내리기 어려운

형태로 이들과 함께 직접 서울을 관광·여행하는 모습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다

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그 내용으로, 각

법규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광

과 같은 활동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지

체장애인들이 연구자에게 들려준 경험에 의거하면 각 조항들은 그

저 명문화된 언어일 뿐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체장애인들은 오히려 여전히 장애를 이유를

관광을 제한, 배제, 거부당하고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의 미

비로 해당 장소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대면하며 연구자는 먼저 휠체어라는 사물과 신체

이동의 전 과정을 함께 하는 지체장애인의 ‘몸’, 즉 ‘신체’에 주목했

다. 우리 사회에서 휠체어와 결합된 지체장애인의 몸은 기괴한 형상

으로 자연화되며, 이 속에서 지체장애인들은 사회적 불안을 일상적

으로 체득하기 때문이다. 실제 휠체어와 함께 시각적으로 잘 포착되

는 지체장애인들은 타자성을 갖기 쉬운 존재이며 이러한 타자성은

지체장애인의 관광과 이동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들의 몸은, 사

람들의 시선 뿐 아니라 관광지 내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이었

다.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관광지 내 장애인화장실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화장실의 존재는 지체장애인이 스스로

의 몸을 ‘화장실에 안가는 몸’으로 만들거나, ‘화장실을 참는 몸’으로

단련하게끔 하고 있었다. 관광지 내 열악한 장애인화장실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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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가 배변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침묵하는 몸으로 만들

도록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몸을 용변문제로부터 억눌러

야 하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 문제는 이들이 서울을 관

광하는 데 있어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주원인이었다.

비교적 장애인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다 보

니, 이들의 관광 형태는 경복궁·덕수궁·창경궁과 같은 서울의 대표

적인 역사관광명소나 코엑스몰, IFC몰, 백화점과 같은 대형 실내 관

광지 위주로 좁아져 있었다. 대형 몰(Mall)과 같은 공간들이 갖는

넓은 실내 구조, 이동하기 좋은 타일 바닥, 문이 없는 열린 구조의

상점, 장애인화장실의 ‘보장’ 등은 지체장애인들이 몰을 위험과 변수

가 적은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선호하게끔 했다. 즉 몰과 같은

실내 관광지는 실외에 있는 관광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곳’이자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덧붙여 안전한 곳에 대

한 개념은 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게

하면서 이들이 주체적인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도 의의를 가졌다. 그것은 ‘자유’라는 개념과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지체장애인들의 관광 경험과 장소에서 드러난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도시관광 계획의 주체가 비장애인 위주라는 것에 있

었다. 장애인의 서울 관광을 위해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가이드북에는

기본적으로 실제 장애인이 해당 장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모니터

링이나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 내 기관, 공사 등

에서는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 장소, 관광 루트, 숙박시설, 음

식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의 장소에만 적은 수의 장애인을 참

여시키거나 심하게는 장애인이라는 주체가 없이 장애인을 위한 도

시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장애인을 위한 관광

계획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장애인 당사자는 없거나 소수일 뿐이었

다.

또한 비장애인의 도시관광 계획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그리고 성

별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장애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논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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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장애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대개 장애인을 위한 도시관광 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유형을 고

려하지 않고 그저 장애인이라는 기호 안에 구분 없는 정보를 담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장애 남녀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마치 장애인을 무성(無性)의 존재로 보는 듯한 관점을 느끼게 했다.

이처럼 비장애인 주체가 된 도시 관광 계획은 장애인들에게 “신뢰

할 수 없는” 계획이란 인식을 주고 있었다. 실제 그에 따라 이들의

서울 관광은 인터넷 검색이나, 로드뷰, 해당 매장에 전화걸기, 평소

에 서울을 돌아다니며 갈만한 곳 체크하기, 혹은 직접 해당 장소에

미리 가보기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즉 이들은 구체적인 소식지나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장

소에 대한 시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서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 그것은 ‘시행착오’에 따

라 습득한 것이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도시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지체장애인들이 도시 관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먼저 지체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계

획의 방향을 주장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지체장애인의 시야(각), 섬세한 감각, 비장애인이 겪을 수 없는 도시

의 경험들이 관광 계획 과정에 보태는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지체장애인 평가

단 등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리적인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같이 비장애 시설의

무장애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도시환경은 국가가 마련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을 정비해 단순

히 지체장애인들만을 위한 도시관광계획이 아닌, 임산부, 노약자, 유



- 84 -

모차를 끈 가족과 같이 관광약자의 발길을 사로잡을 가능성을 세우

고자 한다. 덧붙여 신체적인 제약 상 혼자 여행하기보다도 가족이나

친구와 동행하는 지체장애인의 여행 특성을 이점으로 삼아, 이들을

경쟁력 있는 소비자집단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지체장애인의 서울 관광 경험을 직접 보고 들으며 기

록한 최초의 도시계획 연구로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지체)장애인

의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체장애인

의 이동을 서울의 관광 경험으로 엮어 따라간 궤적은 관광권, 여행

권, 이동권과 같은 개념 속에서 지체장애인이 누려야 할 인간의 권

리를 주장하는 것이자, 서울 내 관광지라는 익숙한 도시 공간을 지

체장애인의 입장으로 낯설게 비틀어보는 관점이기도 했다. ‘가고 싶

은 장소’가 아니라 ‘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지체장애인들

에게 특정 관광지에 대한 선호는 철저히 당사자의 접근가능성과 맞

물리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지체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관광권의 위치는 어디쯤에 놓여있는

것인지를 말하고자 했다.

장애인과 관련한 법적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자기결정 및 선

택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지만 실제 이들

의 삶은 타인으로부터 결정 ‘당하거나’ 스스로 어떤 상황으로부터

굴복해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장소를 사유하고 발 딛기 위해 연구

자는 그간의 침묵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다. 80여

페이지에 걸쳐 등장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생생한 언어는 그 오랜 침

묵을 깨는 소중한 증언이자 휠체어를 탄 다리와 온전한 두 다리의

만남, 그러니까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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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ally Disabled People's

Right to City Tourism

-Experience of Physically Disabled

People Between the Ages of 20 and 30 in

Seoul-

Kim, Hye J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subject of this thesis is the physically disabled

people who are having a relative difficulty in free movement in

tourism activities around the city.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either full or partial impairment. Also, the role of Seoul as a

touristic sp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discussed. For

this,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ir families and

acquaintances will be interviewed for an in-depth experience in

Seoul sightseeing.

In our society the combination of wheelchairs and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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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ies is perceived as an odd sight. Such an

atmosphere triggers social anxiety among the disabled people.

This visual image contours the disabled people as subjects easy

to seclude. This sense of ‘otherness' is also a major reason for

the problems such people undergo when on a tour around the

city.

Likewise, people born with disabilities have a sense of

restriction and awareness not only when viewed by other people

but also by the physical space they need to go through. Such a

problem is seen the most in the restroo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act that the restroom are made relatively hard

to find and also the law criteria that are not clearly kept, has

turne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to bodies that ‘do not go to

the rest room' and makes them train their bodies ’to suppress

their bladder levels'.

The problem which exists in the restroom for disabled people

on the tourist sights contributes to the silence i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ain cause for the "anxiety" that people with

disability go through when sightseeing Seoul is the problem of

rest rooms for such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to look for places that maintain

restroo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is why the main places

where they can go on a tour are very restricted. They are

allowed to go to the representative historical touristy places such

as Gyongbook-goong, Deoksu-goong, Changgyong-goong and

more, as well as the big malls such as COEX and IFC mall as

their indoor sightseeing places. The big malls have a spatial

indoor design with tiles that ease movement, stores with no

doors, and a guarantee that there will be a restroom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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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ies. This makes the mall a very desirable place in

means of ‘security'. This leads to the concept that indoor touristy

places such as malls are perceived as relatively more ‘safe'. In

addition to this, the concept of a safer place refers to a place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more independent, as to not

needing a second person's assistance in view of movements.

This leads to the concept of ‘freedom'.

Moreover,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derive from the city

tour plan that is centered around non-disabled people overall.

Monitoring and factual survey must be done based on an

approach on the Seoul city tour guidebook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agencies and constructions plan the city tour

sightseeing without seeking any real participation from people

with disabilities. Places that can be reached by such people such

as tour routes,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are not well

marked. In other words, plans that include touris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being made, but the percentage of

involvement of such people is very low or none.

Another big problem is the lack consideration in the

subdivision of the kinds of disabilities as well as the gender of

this group of people. Depending on the disability, special cares

are required and this makes the need for more information

urgent. But most plans for city tours do not consider the types

of disabilities and thus the displayed information is always the

same for everyone. In the case of the restroo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re is no differentiation between gender,

men and women are made to use the same restroom, as if they

are treated as a gender-less group.

Based on this, the city tour guide plan is see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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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redible plan’. Actually, this made Seoul sightseeing an

individually done thing.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to search

information on their own and find places they might go through

phone-calls and personal visits beforehand. They didn’t have a

detailed information leaflet, or any sort of data. The only way

they could prepare for a Seoul tour was the manual way. In

many cases they had to undergo many trials and errors.

The researcher introduces this problem on the city tour plan

and gives out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Firstly,

there must be a higher and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in wheel-chairs have a down-up

point of view, in comparison with the non-disabled people, as

well as the experience that others don’t have. Having this taken

into account, a professionally equipped process can compose an

evaluation jury amo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o

overcome the physical limits of the facilities, facilities for

non-disabled such as the universal design should be made

barrier-free. A disability is basically an individual physical flaw,

but it is up to the government to equip the city with facilities

that would make life easi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astly,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yside cities, Seoul has a ‘relatively’

better infra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o that, I

would like to expand the potential of city tour plan as in

including, not on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also the

pregnant women, elderly people and families with strollers. Also,

the physical restrictions people have, make them travel with their

family members or friends rather than alone. Bearing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make a plan on how to make this layer of

people into a potential consum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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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the first ever city plan research that has

recorded the experienc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on their

tour around Seoul. It is a valuable project, because it will expand

the discussion on the minorities on our society, in our case,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ath that follows the combination of

travel and Seoul tour experience claims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rights to travel, rights to move freely etc.

Also, it shows through a twisted angle how a familiar space in

the city might be seen through another point of view.

“A place I want to go” has turned to “A place that can be

went” –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to make a choice not

based on a preference, but on accessibilit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thesis aims to discuss the place in which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have their own rights to city-tourism.

keywords : physically disabled, right to city tourism, Seoul,

urban planning, corporality, barrier-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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