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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가 사회권규약 및 자유권규약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의 독립적 인권전담기구로 인권 정책, 조사, 교육ꞏ홍보, 협력 등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은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의 실행은
인권조약 등의 문서에 의해 규정되고 이행됨으로써 담보됩니다. 인권조약 등은 기본
적으로 각 조약에 해당하는 인권의 범주를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인권조약들은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자체의 조약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약기구들은 해당 조약의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약문이 의미하는 바를 일반논
평(general comments)이나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는 문서를 통해 해석
하거나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논평 등은 인권조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나, 이는 영어, 불어 등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를 번역하여 인권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
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발간한 자료집에서 우리 위원회가 2006년 발간했던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일
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의 내용을 수정ꞏ보완하였고, 새롭게 발표된 사회권규약위
원회의 일반논평 25호 등의 문서들을 추가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사회와
정부부처에서 번역되었던 것을 참조하여 재번역, 감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는 인권전문가들의 감수를 통해 일반논평 등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고 인권의 언어로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협력해주신 인권전문가, 정부부처 및 시민사
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집은 영어 원문에 대한 번역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류나 보완이 필요
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집이 전문가 뿐 아니라 특히 실제로 규범이 적용되고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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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평 1호 (2014): 12조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

Ⅰ. 서론
1. 법 앞의 평등은 인권 보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며 다른 인권의 실현에도
필수적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이미
구체적으로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12조는 더 나아가 민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부정되어 온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조가 장애인의 권리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조항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가지는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고
려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2. 본 조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법적 능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쌍방향 포럼을 여러 번 개최하였다. 전문가, 당사국, 장애인단체, 비정부기구, 조약모니
터링기구, 국가인권기관, 유엔기관이 참여하여 12조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
는 일반논평을 통한 추가 지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검토된, 여러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근거하여, 협약 12조에
따라 당사국이 가지는 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하여 보편적인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실제로 인권 기반 장애 모델은 기존의 대리 의사결정 패러다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이
해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일반논평은 12조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부터
찾을 수 있는 일반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본 일반논평은 협약의 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기반하여 12조를 해석한
다. 3조에 기술된 일반 원칙은 천부적인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과 자립의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균등한 기회,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
아동의 발달 역량에 대한 존중 및 그 정체성의 보존을 위한 권리의 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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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장애인권리협약은 법 앞에
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모든 곳’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법 아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박탈당
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당하는 상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공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2항에 따라 이 권리의 훼손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의 훼손에 관해서 이
와 동등한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협약 4조 4항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이 기존 국제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권리는 국제
규약 조항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6. 법 앞의 평등권은 다른 국제 및 역내 인권조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성차별철폐협
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5조
는 법 앞에서의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며, 계약의 체결, 재산의 관리, 사법 체계 내 권리
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여성의 법적 능력을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
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3조는 모든 사람에 대
하여 법 앞에 평등할 권리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누릴 권리를 규정한다. 미주인권협약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법인격의 권리 및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인
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7. 당사국은 반드시 법의 모든 영역을 전체적으로 살펴 법적 능력에 대한 장애인의 권
리가 타인과 동등하지 않은 기반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장
애인은 후견인 제도, 대리보호자 제도, 강제 치료를 허용하는 정신보건법 등과 같은 대
리 의사결정 제도하에 여러 영역에서 차별적으로 법적 능력을 부정당해 왔다. 장애인의
완전한 법적 능력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관행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8. 본 협약 12조는 모든 장애인이 완전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특히 결혼 후)과 소수 인종을 포함한 여러 집단은 불공평하게 법적 능
력을 부정당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법적 체계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흔하게 법적 능
력을 부정당하고 있는 집단은 장애인이다.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속성으로써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 속성이며, 장애인에 있어서도 다른 사

4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1호

람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법적 능력은 시민적ꞏ정치적ꞏ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
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필수적이고,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ꞏ교육ꞏ직업과 관련하여 기본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부정은 많은
경우 투표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재생산권, 친권, 친밀한 관계 및 의학적 치료
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을 포함한 많은 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져 왔다.
9.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은 법
적 능력의 부정과 대리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지장애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리 의사결정 제도 및 법적 능력 부정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아 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이라는 상태 또는 손상
(신체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포함)의 존재가 법적 능력 또는 12조에 제시된 모든 권리
를 부정할 근거로 절대 사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완전한 법적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 12조를 위반하는 모든
관행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10. 본 일반논평은 주로 12조의 규범적 내용 및 그에 따른 국가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위원회는 향후 최종견해, 일반논평, 기타 문서를 통하여 12조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지침의 제공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다.

Ⅱ. 12조의 규범적 내용
12조 1항
11. 12조 1항은 장애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재확인한다. 이는 모든 사
람이 법적 능력 인정의 필수 조건인 법인격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도
록 보장한다.
12조 2항
12. 12조 2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법적 능력은 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 및 행위자로서의 능력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

5

을 포함한다. 권리 보유자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는 법적 체계에 의한 완전
한 권리 보호가 부여된다. 행위자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은 거래에 참여하고 법
적 관계를 시작ꞏ수정ꞏ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로 인정된다. 법적 행위자로서 인
정받을 권리는 협약 12조 5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당사국이 “장애인에
게 자신의 재산을 소유 및 상속하고 자신의 재정 문제를 관리하며 은행 대출, 담보, 기
타 형태의 금융 신용상품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로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13. 법적 능력과 의사능력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법적 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보유(법
적 지위)하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법적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적 능
력은 유의미한 사회 참여에의 접근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 의사능력은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 능력은 태생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
며, 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도 환경적ꞏ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6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6조), 여성차별
철폐협약(15조)과 같은 법적 문서는 법적 능력과 의사능력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12조는 ‘정신의 불건강성’ 및 기타 차별적 꼬리표가 법적
능력(법적 지위 및 법적 작용 모두 포함)을 부정할 적법한 근거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본 협약 12조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의사능력이 실제로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더
라도, 그 사실이 법적 능력의 부정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4. 법적 능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천부적 권리다. 상술하였듯,
법적 능력은 두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권리를 보유하고 법 앞에 법인격체로
인정받는 ‘법적 지위’이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출생증명서의 보유, 의료 지원의 요구,
선거인 명부 등록, 여권 신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그러한 권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한 행동을 법에 의해 인정받는 ‘법적 작용’이다. 장애인이 빈번하게 부정
되거나 훼손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요소이다. 예를 들어, 법은 장애인
에게 재산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재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행위를 항상 존중하
지는 않을 수 있다. 법적 능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와 법적 작용 모두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 능력의 권리를 실현하려
면 반드시 법적 능력의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이 두 요소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매우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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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는 달리, 의사능력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다. 의
사능력 평가에 있어 지배적 역할을 하는 원리ꞏ전문성ꞏ관행이 사회적ꞏ정치적 맥락에 따
라 변하듯이, 의사능력도 사회적ꞏ정치적 맥락에 따라 좌우된다.
15. 본 위원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대부분의 당사국 보고서에서는 법적 능력과 의사능
력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 때문
에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능력
을 배제당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 능력에 대한 배제 현상은 단순히 손상의 진단에 기초
하여 결정되거나(상태 접근법), 또는 의사결정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지(결과 접근법),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기능 접근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능 접근법에서는 의사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법적 능력을 부정하
고 있다. 이 경우 어떤 개인이 결정의 본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활
용하거나 가치 비중을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기능 접근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결점이 존재한다. (1) 이 접근법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다. (2) 이 접근법은 인간 정신 내부의 작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어떤
개인이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핵심적 인권, 즉 법 앞에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상기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장애와 의사결정 능력 또는 어느 한쪽을
한 개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고 법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지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타
당한 근거로 간주하고 있다. 12조는 이와 같은 차별적인 법적 능력 부정을 허용하지 않
으며, 오히려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지원의 제공을 요구한다.
12조 3항
16. 12조 3항은 당사국이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서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
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부정을 삼가야 하
며, 오히려 장애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용할 기회
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7.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장애인의 권리ꞏ의지ꞏ선호를 존중하여야 하
며, 대리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12조 3항은 지원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원’은 다양한 종류와 강도를 가진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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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신뢰할 수 있
는 지원 제공자를 선택하여 특정 유형의 결정에 관한 법적 능력 수행에 보조를 받을 수
도 있고, 동료 지원, 옹호(자기 옹호 포함), 의사소통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요
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 지원에는 장애인이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기
타 사회적 거래에 필요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설계 및 접근성과
관련된 조치, 가령 은행과 금융 기관 등의 민간 및 공공 행위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형
태의 정보 제공 또는 전문 수화 통역사 제공을 요구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
히 비언어적 소통을 사용하여 의지와 선호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과 다른 다양
한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인정하는 일 또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많은 장애인에게 사전
계획은 매우 중요한 형태의 지원이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장애인은
사전 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그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당사국은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전 계획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방법들은 모두 비차별적이어야만 한다.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계획
절차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 지시서의 발효(및 효력 중지) 시점은
반드시 개인이 결정하여야 하며, 지시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개인
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18.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강도는 장애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인마다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이는 협약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인간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
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을 제시하는 3(d)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의
사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능력은 위기 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든 존중되어야 한다.
19. 일부 장애인은 협약 12조 2항에 제시된, 다른 사람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가질 권
리에 대한 인정만을 추구하고, 12조 3항에 제시된 지원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조 4항
20. 12조 4항은 법적 능력 행사 지원 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장치를 설명
하고 있다. 12조 4항은 반드시 12조의 다른 조항 및 협약 전체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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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조항은 당사국에게 법적 능력 행사에 관련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의 마
련을 요구한다. 안전장치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ꞏ의지ꞏ선호에 대한 존중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장치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
게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21. 현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선의 이익’에 따른 결정 대신에 반드시 ‘의지 및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12조 4항에 따라 개인의 권리ꞏ의지ꞏ선호를 존중하는 것이다. ‘최선의
이익’ 원칙은 성인에 있어 12조를 준수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가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의지 및 선호에 대한 최선
의 해석’ 패러다임이 ‘최선의 이익’ 패러다임을 대체해야 한다.
22.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위해 타인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부적절한 영향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부적절한 영향은
지원 제공자와 지원 수급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두려움ꞏ공격성ꞏ위협ꞏ기만ꞏ조작을 포함하
는 경우 발생한다.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안전장치에는 반드시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
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보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저지를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의 권리ꞏ의지ꞏ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12조 5항
23. 12조 5항은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재정적 및 경제적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과 동등
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적ꞏ사법적ꞏ행정적 및 기타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
구한다. 그동안 장애의 의료모델에 따라 장애인의 재정 및 재산에 대한 접근은 거부되
어 왔다. 재정적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이 접근법은 12조 3
항에 따라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여성차별과 마찬가지로,1)
장애 또한 재정 및 재산 영역에 있어 차별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여성차별철폐협약 13(b)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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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사국의 의무
24. 당사국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ꞏ보호ꞏ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있어 당사국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장애인에게서 박탈하
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실
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비국가 행위자와 민간인이 장애인의 능력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의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이 희망할 경
우 미래에 보다 적은 지원으로도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신감과 기
술을 형성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법적 능력의 행사에 있어 지원을
줄이거나 더 이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의
무가 있다.
25. 장애 또는 의사결정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천부적으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인 ‘보편적 법적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의도적이든 또
는 결과적이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2)
26. 12조 관련 당사국 최초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반드시 “후견인 제도와 신탁관리인 제도를 허용하는 법을 재검토하고,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사람의 자율성ꞏ의지ꞏ선호를 존중하는 지원 의사결정 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개발하고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한 바 있다.
27. 대리 의사결정 제도는 무제한적 후견 제도, 사법적 금치산 제도, 부분적 후견 제도
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단일 결정에 관련되었을지라도 개인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고, (2) 대리 의사
결정자가 관련 당사자 외의 타인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이 과정은 당사자의 의지에 반
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3) 대리 의사결정자가 내린 모든 결정은 당사자의 의지와 선
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당사자의 객관적인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어지
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2) 장애인권리협약 2조와 5조를 함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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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지원 의사결정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를 위
해서는 대리 의사결정 제도의 폐지와 지원 의사결정 제도라는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개발하는 병행 정책은 협약
12조를 준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
29. 지원 의사결정 제도는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우선으로 하고 인권 규범을 존중하는
다양한 지원 방법으로 구성된다. 지원 의사결정 제도는 자율성에 관련된 권리(법적 능
력의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 거주지 선택의 권리 등) 및 학대와 박해
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생존권, 신체적 고유성의 권리 등)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
를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 의사결정 체계는 장애인의 삶을 과잉 규제해서는 안 된
다. 지원 의사결정 제도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항상 협약 12조의 준수를 보장
하는 특정 핵심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지원 의사결정은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필요한 지원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의사결정 지원을 받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b) 보다 강도 높은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여,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
원은 객관적으로 최선의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기반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당
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c)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거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의사소통 방식이 의사결정 지원을 받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d) 장애인 개인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지원 제공자에 대한 법적 인정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국가는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원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원 마련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여
기에는 제3자가 지원 제공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더불어 지원
제공자가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경우 제3자가
그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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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협약 12조 3항에 제시된, 당사국이 요청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는 요건의 준수를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이 저가 또는 무료로 지원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재원의 부족 때문에 법적 능력의 행사에 필요
한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f) 의사결정 지원이 장애인의 다른 기본권, 특히 투표권, 결혼하거나 동성 간 혼인
관계를 수립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재생산권, 친권, 친밀한 관계 및 의학적 치료
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등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서는 안 된다.
(g) 당사자는 지원을 거부하고 지원 관계를 언제든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다.
(h) 법적 능력 및 이의 행사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있어 안전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안전장치는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존중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i)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조항은 의사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조항에는 지원 필요도의 판단을 위한 새롭고 비차별
적인 지표가 요구된다.
30. 법 앞의 평등권은 오랜 시간 동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뿌
리를 둔 시민적ꞏ정치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시민적ꞏ정치적 권리는 비준 시점부터 발
효되며, 당사국은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받는다. 마찬가
지로 12조에 제시된 권리는 비준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며, 즉각적 실현의 대상이 된다.
법적 능력 행사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12조 3항의 국가 의무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시민적ꞏ정치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의무이다. ‘점진적 실
현’(4조 2항)은 12조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협약 비준 즉시 12조에서 제
시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 즉각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신중하고 면밀히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유의미한 참여를 통한 협의에 기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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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31. 법적 능력의 인정은, 사법에의 접근권(13조), 정신의료시설에의 비자발적 구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강제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14조), 신체적 및 정신
적 고유성을 존중받을 권리(17조), 이동과 국적의 자유의 권리(18조), 거주지와 동거인
선택의 권리(19조), 표현의 자유의 권리(21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23조), 의학
적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25조), 투표권 및 선거 출마권(29조)을 포함하여, 장애
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여러 기타 인권 조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법 앞의 인간
으로서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권리를 주장ꞏ행사ꞏ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5조: 평등 및 비차별
32.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을 실현하려면 법적 능력은 결코 차별적으로 부정되어서
는 안 된다. 협약 5조는 법에 따라 그리고 법 앞에서의 모든 사람의 평등 및 법의 평등
한 보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5조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다. 협약 2조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타인과 동등
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인정ꞏ향유ꞏ행사를 해치거나 무효화하는, 장애를 바탕으
로 한 일체의 구별ꞏ배제ꞏ제한”으로 정의한다.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적 능력의 부정은 협약 5조와 12조의
위반이다. 국가는 파산, 형사 범죄 판결 등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능력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에 따르면, 국가가 법적 능력을 부정할 경우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능력에 대한 부정이 성별ꞏ인종ꞏ장애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
로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의도나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33. 법적 능력의 인정에 있어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협약 3(a)조에 담긴 원칙에 따라 자
율성을 회복시키며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선택의 자유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 능력
을 필요로 한다. 자립과 자율성에는 개인의 결정이 법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의사결정에 있어 지원 및 적절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인의 법적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

13

능력을 의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 장애인의 차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3(d)조)은 동화정책주의에 기반하여 법적 능력을 허용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34. 비차별에는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적절한 편의에 대한 권리(5조 3항)가 포함된다.
협약 2조는 적절한 편의제공을 “필요한 특별한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준의 적합하고 필요한 수정ꞏ조정 과정”으로 정의한다.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적절한 편의의 권리는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의 권리와 구별되며, 오히려 상
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
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아닌 필요한 수정 및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수정 및 조정에는
법원, 은행, 사회복지사무소, 투표소와 같은 필수적인 건물에의 접근,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과 관련한 정보에의 접근, 활동보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법적 능력 행사 지
원의 권리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의 주장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국가는 법적 능력
행사 지원에의 접근을 제공할 절대적 의무를 가진다.
6조: 장애 여성
35. 여성차별철폐협약 15조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법적 능력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능
력의 인정이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15조 2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민사상 문제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그 능력을 행사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 및 재판소에서의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 여성을 평등하
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2항). 이 조항은 장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
에게 적용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 여성이 성별과 장애를 바탕으로 한 다중적이
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장애 여성은 강제 불임
수술에 더 많이 노출되며,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가정에 따라 재생산권 및 의사
결정의 통제권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재판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대리
의사결정자를 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 여성의 법적 능력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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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장애 아동
36. 협약 12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하는 반면, 협
약 7조는 아동의 발달 역량을 인정하며 “장애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2항)되어야 하고 “아동의 시각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마땅히 중요시”(3항)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12조의 준수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 아동의 의지와 선호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자국의 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9조: 접근성
37. 12조에 제시된 권리는 접근성과 관련한 국가 의무(9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법 앞에
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9조는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 또는 서비스에의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접근
성 부족과 서비스의 접근 불가함은 현실적으로 일부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 실현의 장벽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반드시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절차 일체와 그에 따
르는 모든 정보 및 의사소통을 완전히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사국은 법적 능
력의 권리와 접근성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국의 법과 관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38.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
무를 가진다. 법적 능력의 권리의 인정은 여러 측면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에 필수적이
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원과 재
판소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법 앞의 인간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당사
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는 여러 사법권에서 문제로 밝혀진 바 있는 부분이며, 법적 능력의 권리에 방해를 경험
한 사람이 스스로 혹은 법적 대리를 통하여 그러한 방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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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장애인은 사법 체계 내의 변호인, 판사, 증인, 배심원 등의 주요 역할에서 배제
된 경우가 많았다.
39. 경찰관, 사회복지사, 응급요원 등은 반드시 장애인을 법 앞에 완전한 인간으로 인
정하고 비장애인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항의와 진술을 동등하게 중요시하
도록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에는 중요 직업군에 대한 훈련 및 인식개선 교육이 수
반된다. 장애인은 또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증언할 법적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협
약 12조는 사법적ꞏ행정적, 기타 법적 절차에 있어 증언할 능력을 포함한 법적 능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 지원은 다양한 소통 방법의 인정, 특정 상황의
경우 동영상을 통한 증언의 허용, 절차적 협의, 전문 수화통역사의 제공, 기타 보조 방
법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부 또한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법적
작용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해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아
야 한다.
14조, 25조: 자유, 안전, 동의
40.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존중하는 일에는 장애인 개인의 자유
와 안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부정 및 장애인의 동
의 없이 또는 대리 의사결정자의 동의에 따라 장애인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시설
구금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관행은 임의의 자유 박탈에 해당하며, 협
약 12조 및 14조에 위배된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행을 반드시 금지하고, 장애인이 구체
적인 동의 없이 거주 장소에 배치된 사례를 점검할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41.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25조)에는 고지에 입각한 자유
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모든 보건ꞏ의
료 전문가(정신과 전문가 포함)가 모든 치료에 앞서 장애인에게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
운 동의를 얻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법적 능력의 권리에 맞추어,
당사국은 대리 의사결정자가 장애인을 대신하여 동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의무가 있
다. 모든 보건ꞏ의료계 종사자들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적절한 상의 과정을 보장해
야 한다. 더불어 그들은 활동보조인 또는 지원자가 장애인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장애인
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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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16조, 17조: 개인의 고유성의 존중 및 고문·폭력·착취·학대로부터의 자유
42. 위원회가 여러 최종견해에서 명시하였듯, 정신과 및 기타 보건ꞏ의료 전문가에 의한
강제 치료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개인의 고유성의 권
리(17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15조), 폭력ꞏ착취ꞏ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에 대한 위반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관행은 개인의 의학적 치료를 선택할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
이고, 따라서 협약 12조 위반이다. 당사국은 위기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장애인의
의사결정 법적 능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서비스의 선택지에 관한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비의료적 접근법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
야 하고, 개별적인 사적 지원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정신의
학 및 기타 의학적 치료에 관련한 결정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강제 치료는 특히 심리사회적, 지적, 기타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 당사국은 강제 치료를 허용하거나 행하는 정책과 법률 규정을 반드시 폐
지해야 한다. 강제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실증적 증거들이 나오고 또 정신의료 시스템
이용자들이 강제 치료의 결과로 심각한 고통 및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치료는 전 세계의 정신보건법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위
반 행위이다. 위원회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의 고유성과 관련한 결정은 고지에 입각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18조: 국적
43. 장애인은 어디서든 법 앞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일부로서, 이름 및 출생 등
록을 가질 권리를 지닌다(18조 2항). 당사국은 장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 권리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7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과 비교하여 등록되지 않는
비율이 불균형하게 높다. 이는 장애 아동의 시민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와
교육에의 접근 또한 부정하는 행위이며, 장애 아동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존
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 없으므로 그 사망에 대한 책임도 없을 수 있다.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포용
44. 12조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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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
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일상을 선택하고 통제할 기회를 반
드시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45.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권리(19조)에 비추어 12조 3항을 해석하면, 법적 능력 행
사에서의 지원은 반드시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다양
한 지원 방법에 관한 인식 제고를 포함하여 법적 능력 행사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
한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자산이자 협력체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
애인의 사회 연결망 및 자연 발생하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친구, 가족, 학교 등)를 지원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완전한 포용과 참여를
강조하는 협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46. 거주시설에의 장애인 분리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여러 권리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게 침해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문제는 거주시설 입소를 다른 사람
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범위하게 퍼진 장애인에 대한 법적 능력 부정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시설 관리자가 시설 거주민의 법적 능력을 부여받는 경우도 흔하
다. 이 경우, 개인의 모든 힘과 통제권이 시설에 넘어가게 된다. 협약을 준수하고 장애
인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탈시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이 회복되어 장애인이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19조). 거주지 및 동
거인의 선택 결과에 따라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에의 접근 권리가 영향을 받아서
는 안 된다.
22조: 사생활
47. 대리 의사결정 제도는 협약 12조와 양립 불가할뿐더러, 대리 의사결정자가 광범위
한 개인 정보 및 당사자의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사
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당사국은 지원 의사결정 체계 수립에 있어 법적 능력 행
사를 위한 지원 제공자가 장애인의 사생활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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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정치적 참여
48. 법적 능력의 부정 또는 제한은 특정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특히 투표권을 부정하
는 데 사용되어 왔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동등한 법적 능력의 인정을 완전히 실현하려
면, 공공 및 정치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9조). 이
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투표권, 선거 출마권, 배심원 참여 권리를 포함한 정치적 권
리 행사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49. 당사국은 장애인이 비밀 투표에서 선택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및 차
별 없이 모든 선거와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킬 의무가 있
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 법적 능력 수행을 위한 적절한 편의제
공과 지원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직책을 맡아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50. 앞서 설명한 규범적 내용과 의무에 비추어,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 12조의 완전
한 이행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의 모든 측면에서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 의사결정 제도 및 법적 능력을 부정하고
의도적이든 또는 결과적이든 장애인을 차별하는 메커니즘의 폐지가 필요하다. 당
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적 능력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문법 조항을 마
련할 것이 권고된다.
(b) 장애인이 법적 능력의 수행에 있어 광범위한 지원을 이용할 기회를 마련하고, 인
정하며, 제공하여야 한다. 이 지원을 위한 안전장치는 장애인의 권리ꞏ의지ꞏ선호에
대한 존중을 전제해야 한다. 지원은 협약 12조 3항을 준수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
무와 관련된 29번 문단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 12조의 발효를 위한 법률, 정책, 기타 의사결정 과정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장애
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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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참여시킨다.
51. 위원회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평등한 인정 및 법적 능력 지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범적 관행의 연구와 개발에 착수하거나 그에 재원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권장한다.
52. 당사국은 공식적ꞏ비공식적 대리 의사결정의 퇴치를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을 개발
할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장애인이 인생에 있어 유의미한 선택을 하고
인격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들의 법적 능력 행사를 지원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여기에는 사회 연결망 구축의 기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하
여 생계를 유지할 기회,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거주지의 선택,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의 포용 등이 포함되지만, 이 예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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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평 2호 (2014): 9조 접근성

Ⅰ. 서론
1. 접근성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물리
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
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이 없다면 장애인은 각자의 사회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접근성이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바탕이 되는 원칙 중 하나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3(f)조).
역사적으로 여러 장애인 운동에서는 물리적 환경 및 대중교통에의 장애인의 접근이 세
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3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2조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마찬가지로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은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에서 보장하
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는 모든 시민이 일반적인 평등에
근거하여 자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여러 핵심적 인권조약에 접근권이 포함되는 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3.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모든 사람에게 교통, 숙박 시설, 음식점, 카페, 극장, 공원 등
일반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장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한다(5(f)조). 이에 따라 접근권을 하나의 권리 자체로 간주하는 국제인권법적 틀이 마
련되었다. 다른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와 서비스
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편견을 가진 태도에 따른 결과이며 또한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의 접근을 막고자 권력을 쉽게 사용한 결과임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건물 입구의 계단, 엘리베이터 없는 다층 건물, 접근 가
능한 형식으로 된 정보의 부재와 같은 기술적 장벽 및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적
장벽에 마주하고 있다. 건축 환경은 항상 관습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발전과도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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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러한 인공적 장벽은 장애인이 일반
대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장소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식적인 의
도보다는 정보와 기술적 지식의 부족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
키는 정책을 도입하려면, 지속적인 교육, 인식 제고, 문화 캠페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을 향한 태도를 바꾸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은 접근권을 국제
인권법의 일부로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은 접근권의 사회적 측면을 장애 특성
에 맞게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접근성을 주요한 근본 원칙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시민적ꞏ정치적ꞏ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를 효
과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접근성은 평등
과 비차별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투자 방법 중의 하나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의 필수 요소로서 여겨져야 한다.
5. 정보통신기술의 의미는 사람과 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ꞏ
통신 장치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그 내용 일체를 포함하는 폭넓은 용어로 인식된다. 이
정의는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휴대전화, 유선 전화, 컴퓨터, 네트워크 하드웨어ꞏ소프
트웨어와 같은 광범위한 접근 기술을 아우른다. 정보통신기술은 폭넓은 서비스를 촉진
하고, 기존 서비스를 변화시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이 서비스 취약 인구 및 배제된 인구
에 있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수요를 창출하는 그 능력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
다. 2012년 두바이에서 채택된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은 그와 관련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여러 당사국의 국가 입법 구조를 강화시키는데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
6.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일반논평 5호(1994)를 통해 유엔의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
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이행 의무를 각국에 상기시켰다.1) 이 표준규칙은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위한 물리적 환
1) 총회(General Assembly) 결의안 48/9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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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교통, 정보와 통신의 접근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개념이 나타나는 5번
규칙에서는 물리적 환경에의 접근성 및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성을 각국의 우선 활동 영
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의 중요성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다룬 ‘경제
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4호(2000) 12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
애 아동의 권리를 다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일반
논평 9호(2006)에서는 대중교통과 더불어 정부 건물, 상업 지구, 오락 시설을 포함한 기
타 시설에의 물리적 접근성이 장애 아동의 소외와 배제에 있어 주요 요인이 되며 건강
및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강조한다(12항). 이 위원회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예술의 권리를 다룬 일반논평 17호
(2013)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수백 명의 장
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최대 규모의 협의 틀을 통해 작성한 2011년 세계장애요약보고
서(World Report on Disability Summary)는 건축 환경, 교통 체계, 정보와 통신에 장애
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다(p. 10).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교통의
부재로 인해 구직의 권리, 의료 서비스의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의 일부를 누리지 못
한다. 여러 국가에서 접근성 관련 법률의 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장애인은 정보와 통신
에의 접근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인을 위
한 수화통역 서비스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대개 자격 있는 통역사의 수가 서비스 수요
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적고, 통역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지적 및 정신사회적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
은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의 부재로 인해 정보와 통신에 접
근할 때 많은 장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적절한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8.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포용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협력하여 2011
년 발표한 보고서 ‘텔레비전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Making Television Accessible)에
따르면, 10억 명의 장애 인구 중 상당 비율이 텔레비전의 시청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없다. 이는 내용,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장치에의 접근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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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근성이 주류 정보통신기술계에서 처음 인식된 것은 2003년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
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1기에서였다. 장애계가 소개
하고 주도한 이 개념은 해당 회의에서 채택된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
포함되었다. ‘원칙 선언’ 25조에 따르면, 경제ꞏ사회ꞏ정치ꞏ보건ꞏ문화ꞏ교육ꞏ과학 활동을 위
한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보조 기술의
사용 등을 통하여 공공 주류 정보에의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식
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공유도 활성화될 수 있다.2)
10.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본 일
반논평 초안 작성에 앞서 당사국과 각국의 최초 보고서를 논의하는 10차례의 대화 과
정에서 매번 접근성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다루었다. 당사국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에는 모두 접근성과 관련된 권고 사항이 포함되었다. 공통적인 과제로 접근성 표준 및
관련 법규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할 적절한 모니터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시되었
다. 어떤 당사국에서는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지식과 인적ꞏ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 당국이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부족하고, 또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과제였다.
11.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도 접근성
의 문제를 다루었다. ‘뉴스티와 타카크스 대 헝가리’(Nyusti and Takács v. Hungary)(통
신문 1/2010호) 사례에서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9조에 따라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
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장애인에게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사국 헝가
리에게는 시각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이 “시각 및 기타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제
공하는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수립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점진적
으로 기존의 접근 불가능한 은행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수정ꞏ조정하는 과정을

2) 200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기에서 채택된 ‘원칙 선언: 정보사회 건설: 새천년
의 국제적 과제’(Declaration of Principles: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a global challenge in
the new Millennium) (WSIS-03/GENEVA/DOC/4-E)의 2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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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제적이며 실행 시간이 정해진 법률로 개
정을 하고 … 새로이 조달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기타 은행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완
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10.2(a)항).
12. 이러한 선례를 비롯하여 접근성이 실제로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및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인 향유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려
하여, 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 및 여러 인권조약기구의 기존 관행에 따라, 접근성을 다루
는 협약 9조에 관한 일반논평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규범적 내용
13. 장애인권리협약 9조는 “모든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완전
한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기술ꞏ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
스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성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 교통 인프라,
차량, 정보와 통신을 소유하는 자의 법인격 및 공적 또는 사적 특성은 더 이상 초점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 또는 제공자가 공공 당국이든 민간 기업이든 관계없이, 대중에
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상품ꞏ제품ꞏ서비스는 반드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만 한다. 장
애인은 효과적이고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상품ꞏ제품ꞏ서비스 일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차별 금지에서 비롯한다. 접근의 거부는 그 주체가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관이
든 관계없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또는 사회,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
위,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 젠더, 연령 등의 구분 없이 손상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젠더와 연령의 관점을 고
려해야 한다.
14. 협약 9조는 접근성을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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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제약 없는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
고 있다. 협약 9조는 공공 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을 다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와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장소와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다
룬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5(f)조와 같은 기존 인권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기 두 가
지 핵심 인권조약이 채택될 당시, 세상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온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
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다룬 21세기 최초의 인권조약이
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별도의 장애인 권리를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게다가 지
난 수십 년 동안 국제법에서 평등의 개념 또한 바뀌었다.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
으로 개념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당사국의 의무에도 영향을 끼쳤다. 접근성을 제
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평등권을 존중ꞏ보호ꞏ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새로운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접근성은 장애라는 특수한 관점에 따라 접근권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접근성 표준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보장된다. 대중을 대상으
로 하거나 대중에게 개방된 기존의 대상ꞏ시설ꞏ상품ꞏ서비스에의 접근을 막는 장벽은, 체
계적이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접근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15. 모든 신규 상품ꞏ제품ꞏ시설ꞏ기술ꞏ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잠재적 소비자들을 위하여 천부적 존엄성과 다양성의 존중이 고려되
는 방식으로 완전하고 평등하며 제약 없는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특정 공간 내에서의 장벽 없는 이동을 포함하여 개인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
로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연속적인 이동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뿐
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은,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원 및 사람과 동물에 의한 지원을
받아, 장애물 없는 거리에서 움직이고, 접근 가능한 저상 차량에 탑승하며, 정보와 통신
에 접근하고, 보편적으로 설계된 건물에 입장하여 내부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유니
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건축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
다. 시작부터 건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더라도 많은 경우 전체 건축 비용은 전혀 상승하
지 않을 수 있고, 비용이 상승하는 일부 경우에도 최소한의 상승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접근 가능하게 변경하기 위한 사후 조정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특정 역사적 건물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초기에 유니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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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반면, 사후 장벽 제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는 접근성을 막는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한 구실로 사
용되어서도 안 되고, 사용될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사후 조정으로
인해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정보ꞏ통신의 접근성은 시
작 단계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와 생산의 초기 단계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무적인 접근성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16.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만
든다. 협약 9조가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당사
국에 명시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과도한 도시화는 인구밀도가 높은 번화
한 도시 지역의 건축환경, 교통, 서비스, 복잡한 정보ꞏ통신 서비스에 있어 장애인의 접
근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덜 개발된 외진 농촌 지역보다는 비교
적 규모가 큰 도시의 접근성 수준이 높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하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장애인은 반드시 일반 대중이 입장하고 항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자연
적ꞏ유산적 부분에 있어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17. 9조 1항은 특히 다음 항목에 대한 접근성에의 걸림돌과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
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a)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거지, 의료 시설, 근무지를 포함하는 기타 실내ꞏ외 시설
(b) 정보, 통신 및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
위에서 언급한 기타 실내ꞏ외 시설에는 법률 집행기관, 법원, 교도소, 사회 기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여가ꞏ문화ꞏ종교ꞏ정치ꞏ스포츠 활동을 위한 구역 및 상업 시설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기타 서비스에는 우편, 은행, 전화, 정보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18. 9조 2항은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최저 기준의 이행을 발전ꞏ공포ꞏ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
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최저 기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국적의 자유(18조) 조항에
맞추어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기준과
도 일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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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진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9조 2(b)항).
19. 접근성의 부족은 불충분한 인식과 기술적 노하우의 부족에서 온 결과인 경우가 많
기 때문에, 9조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2(c)항). 9조는 관련 이해당사자를 열거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으
로 목록에는 건축 허가 발급 당국, 도시 계획 담당자, 교통 당국, 서비스 제공자, 학계
구성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ꞏ서비스ꞏ제품의 설계자뿐
아니라 실제 생산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제품 개발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적
참여를 강화한다면 기존 수요의 이해와 접근성 테스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물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건축업자이다. 접근성 표준의
현실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집단에 대해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 적절한 표지, 접근 가능한 정보와 통신,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대중에게 개방된 건
물 및 기타 장소 내에서의 이동과 방향 설정은 일부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9조 2(d), 2(e) 항에서는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 및 기타 장소에 점자 및 읽고 이
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또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자ꞏ
낭독자ꞏ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가 제공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지, 접근 가능한 정보와 통신,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여러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건물 내 방향 설정과 이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21. 정보 및 통신에의 접근이 안 된다면, 장애인이 누려야 할, 생각ꞏ표현의 자유, 기타
여러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약 9
조 2(f), 2(g)항은 당사국이 안내자ꞏ낭독자ꞏ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
한 보조 및 매개자 제도를 촉진하고(2(e)항),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
타 적절한 형태의 보조와 지원을 촉진하며, 의무적 접근성 표준의 적용을 통하여 인터
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ꞏ통신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은 읽기 쉬운 형식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방식과 방법을 사용하는 장
애인이 그러한 형식ꞏ방식ꞏ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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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기술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지
만, 그러려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설계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투자ꞏ연구ꞏ생산은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퇴치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9조 2(h)항은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ꞏ통신 기술과 시스템의 설
계ꞏ개발ꞏ생산ꞏ배포를 도모하여 그러한 기술과 시스템이 최소 비용으로 접근성을 확보하
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보청기와 청각감응장치 사용자를 위한 환경보조시스
템(ambient assistive system)을 포함한 청각 향상 시스템이나 비상 대피 시 장애인이 사
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된 승강기 외에도 접근성 서비스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예시는 많다.
23. 접근성은 19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므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ꞏ통신 기술,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과 서비스에의 접근의 거부는 차별의 맥락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4조 1(b)항에서 말하
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의 법ꞏ규제ꞏ관습ꞏ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에게 부여된 주요 일
반 의무에 해당한다.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장
애인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5조 2항). “평등 촉진과 차별 철폐를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편의제공을 보장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5조 3항).
24. 새로 설계ꞏ건축ꞏ생산되는 물건, 인프라,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장벽을 없애고 기존의 물리적 환경, 기존 교통, 정보와 통신, 일
반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의 구체적 수요를 충족하고 이용 가능성과 사용을 촉
진하며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 2조에서
정의하듯 가능한 한 최소의 조정과 최저의 비용을 필요로 할 보편적으로 설계된 상품ꞏ
서비스ꞏ장치ꞏ시설의 연구와 개발을 이행 또는 촉진”(4조 1(f)항)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일
반 의무를 갖는다. 모든 새로운 물건ꞏ인프라ꞏ시설ꞏ상품ꞏ제품ꞏ서비스는 유니버설 디자인
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기존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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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무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당사국은 기존
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확정적 일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 당사국
은 여러 당국(역내ꞏ지역 당국 포함)과 기관(민간 기관 포함)에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
행되어야 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해 주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접
근성 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규정
해야 한다.
25. 적절한 편의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접근성은 집단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는
접근성 제공의 의무가 사전적인 의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개인이 장소나 서
비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요청하기 전에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당사국은
접근성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 표준은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야만
하고, 서비스 제공자, 건축업자,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접근성 표준은 폭넓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접근성 표준을 개발할 때 고려되지 않
았던 희귀 손상을 가진 사람 또는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는 방식ꞏ방법ꞏ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가령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접근성 표준의 적용만으로 접근 보
장이 충분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적절한 편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한 점진적 접근성 보장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긴축 정책을 사용할 수 없
다. 접근성 실현을 위한 의무는 ‘무조건적’이다. 즉, 접근성 제공의 의무를 지는 주체는
장애인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부담을 근거로 의무 이행을 피할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이행 주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건에서만 적용
된다.
26.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부터의’ 의무이다. 즉, 손상을 가진 개인이 직장
또는 학교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해당 편의를 필요하게 된 순간부터 집행이 강제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접근성 표준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적절한
편의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특정 상황 속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편의는 비차별 또는 평등 보장의 관점에서, 개인의 존엄성ꞏ자율성ꞏ선택을 고려
하여 개인적 정의를 달성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귀 손상을 가진 사람은 접근성 표
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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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사국의 의무
27.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장애인의 다양한 시민적ꞏ정치적 권리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
지만,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뿐 아니라 점진적 이행을 통해서도 접근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장애물과 장벽을 밝히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식과
중단기적 틀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장벽은 지속적이고 체
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이되 꾸준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28. 당사국은 자국의 접근성 표준을 채택ꞏ공포ꞏ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닌다.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적합한 법적 틀의 채택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당사국은 법률
과 이행 사이의 간극을 밝히고 모니터링하며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성 관련 법률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장애 법률은 접근성을 정의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
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달ꞏ고용ꞏ교육과 같은 영역에서의 비차별적 접근과 관련한 장애
권리법은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대 사
회의 중심이 되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법과 규제의 검토ꞏ채택은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 더불어 학계나 전문 건축가
협회의 구성원, 도시 계획자, 공학자, 설계자 등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히 상의하
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4조 3항). 입법은 협약 4조 1(f)항에서 요구하듯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그것은 접근성 표준의 의
무 적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접근성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9. 건축 및 계획 관련 법에서의 물리적 환경, 공공 철도 및 도로와 수상 운송 관련 법
에서의 교통 체계, 정보ꞏ통신 서비스,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등 접근 가능해야만 하는
다양한 영역을 규정하는 접근성 표준을 주류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접근성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 금지의 맥락에서 동등한 기회, 평등, 참여에 관한 일반법 및
특별법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접근의 거부는 차별 행위로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물
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바 있
는 장애인은 그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받아야 한다.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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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정의할 때 당사국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접근성이 젠더, 연령, 장애 종
류와 관계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접근성 조항에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아우르
는 일에는 일부 장애인이 완전한 접근성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보조(활동
보조, 수화 통역, 촉각 수화 통역, 안내견 등)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나 열린 공간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은 장
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0.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위하여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성의 최소 표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표준화 활동을 위한 ITU-T 권고 ‘통신
접근성 체크리스트’(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Checklist)(2006), 노인ꞏ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지침’(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guidelines)(ITU-T 권고안 F.
790)과 같은 참조 도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이 개발될 때마다 주류화되어
야 한다. 이렇게 되면 표준 개발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반화될 수 있다. 당사국은
민간 주체가 기존의 접근 불가했던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점진적 수정ꞏ조정하
는 과정을 모니터링ꞏ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하며 일정이 포함된 입법
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새로이 조달된 상품과 서비스에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최소 표준은 본 협약 4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및 장
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최소 표준은 또한 협약 32조에 따
라 다른 당사국, 국제 기구ꞏ단체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 국제 전기 통
신과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개발에 있어 접근성을 주류화하기 위하여, 또한 장애인의 정
보통신기술 접근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업계와 정부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무선통신, 표준화 및 개발 부문의 연구 그룹’에 당
사국이 참여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와 같은 협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에 도움
이 되는 국제 표준의 개발과 촉진에 유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당사국은 특히 활동보조, 수화 통역, 촉각 언어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에
있어 그 표준화를 목표로 반드시 적어도 최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31. 접근성 관련 법률을 검토할 때,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자
국의 법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접근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또는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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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 또는 시설이 관련 접근성 표준 도입 이후에 수립된 경우
(b) 적절한 편의를 통하여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경우
32. 접근성 법률 검토의 일부로서 당사국은 반드시 공공 조달에 관한 자국 법률을 검토
하여 공공 조달 절차가 접근성 요건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접근 불가능한 서비스와
시설에 의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영속화하는데 공공 자금을 사
용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공공 조달은 협약 5조 4항과 동일한 선상에서 장애
인의 접근성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33. 당사국은 접근성을 막는 기존의 장벽을 밝히기 위한 행동 계획과 전략을 채택하고,
구체적 시한을 가진 행동 일정을 마련하며,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인적ꞏ물질적 자
원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채택된 행동 계획과 전략은 엄격히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
은 또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접근성에의 장벽 제거와
모니터링 인원의 교육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계속하여 공급해야 한다. 접근성 표준은
지역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 이행의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지역 당국
의 지속적 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사국은 계획ꞏ전략ꞏ표준화의 이행과 집행
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틀을 개발하고, 적합한 능력과 적절한 권한을
가진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

Ⅳ.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34.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
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는 평등과 비차별의 관점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
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일은 협약 5조에
서 금지하는, 장애에 따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장래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은 보편
적으로 설계된 상품ꞏ서비스ꞏ장치ꞏ시설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반 의무의 이행의 맥락에서
생각되어야 한다(4조 1(f)항).
35. 인식 제고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가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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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환경에 대한 접근성(중요한 요소이나 장애인의 접근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에 불과
하다)처럼 접근성이 좁은 관점에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국은 모든 관계
이해당사자 사이의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
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에의 접근 제공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를 포
괄하는 접근성의 특성이 소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식 제고 과정에서 접근성 표준을 준
수하는 의무가 공공 및 민간 부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지도 강조되어야 한다. 인식
제고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촉진시켜야 하며, 또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접근 가
능한 설계와 건축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식 제고는 장애인, 장애인 대표 단체,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접근성 표준의 적용 및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구축에 특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은 자사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접근
성을 촉진하고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6.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
장하는 것은 본 협약이 다루는 여러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위험, 자연재해, 무력 분쟁의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비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다(11조).
접근성은 반드시 재난 후 재건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위
험 축소는 접근 가능하며 장애인을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37.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사법부가 위치한 건물이 물리적으로 접근 불가하거나 그
러한 건물에서 제공하는 정보ꞏ통신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사법에 대한
접근은 있을 수 없다(13조).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ꞏ아동에게 폭력ꞏ학대ꞏ착취로부터의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 지원 서비스ꞏ절차는 반드시 모두
접근 가능해야 한다(16조). 접근 가능한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는 장애인의 지
역 공동체 내 포용과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19조).
38. 9조와 21조는 모두 정보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1조는 당사국이 “장애
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스스로 선택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
와 사상을 찾고, 얻고,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ꞏ의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21조는 정보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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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에의 접근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21조에 따르
면 당사국은 “일반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
및 다양한 장애에 맞는 기술을 통해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21(a)조). 더불어 21조는
“수화, 점자, 보완대체의사소통, 기타 접근 가능한 소통의 수단ꞏ방식ꞏ형식을 장애인이
공식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규정한다
(21(b)조). 인터넷 등을 수단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는 장애인
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권고되며
(21(c)조),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는 그 서비스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 권장된다(21(d)조). 21조는 또한 협약 24조, 27조, 29조, 30조에
따라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촉진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39. 학교에의 접근 가능한 교통, 접근 가능한 학교 건물, 접근 가능한 정보ꞏ통신이 없다
면 장애인은 교육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협약 24조). 따라서 협약 9조
1(a)항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접근 가능
해야 하는 것은 학교 건물뿐만이 아니라 포용적 교육의 전체 과정이며, 학교 내 환경보
조시스템이나 FM 보조시스템, 적절한 편의를 포함한 모든 정보ꞏ통신 등이 포함된다.
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내용은 수화, 점자, 대체 문자, 보
완대체의사소통 수단ꞏ형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24조 3(a)
항),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는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
통 방식ꞏ수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르칠 때 사용되는 방식과 수단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학생 주변의 모든 환경은
포용을 촉진하고 교육 전체 과정에 있어 평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협약 24조의 완전한 이행은 여러 핵심 인권조약과 더불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

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의 조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0.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에의
접근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건물 자체가 접
근 가능하다 해도, 접근 가능한 교통이 없으면 장애인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따르는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은 수화, 점자, 접
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ꞏ수단ꞏ형식을 통하여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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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가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특히 산부인과를 포함한 장애 여성ꞏ여아의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접근성에 있어 젠더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
하다.
41. 근로 장소 자체가 접근 불가하다면 장애인은 협약 27조에서 제시하는 근로ꞏ고용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없다. 따라서 9조 1(a)항에서 명시적으로 가리키듯, 직장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직장의 접근 가능성의 확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직장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장애인은 직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 일자리 제의 광고,
선발 과정, 직장 내 소통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는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ꞏ수단ꞏ형식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모든 노동
조합과 노동권은 물론 직업 교육의 기회와 근로 자격 또한 반드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과 연수생을 위한 외국어 또는 컴퓨터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접근 가능
한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ꞏ방식ꞏ수단ꞏ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2. 협약 28조는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과 사회적 보호를 다룬다. 당사국은 주류 및
장애 특정적인 사회적 보호 조치와 서비스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건물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이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ꞏ수단ꞏ형식을 통하여 접
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 주택 프로그램은 특히
장애인과 노인에게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43. 협약 29조는 장애인에게 정치ꞏ공적 생활에 참여하고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다. 당사국이 투표 절차, 투표 시설, 투표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와 사용
이 용이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은 그러한 권리를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행사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적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또는 개인 후보자가 사용하고 만
들어내는 자료들과 정치적 회의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은 정치적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공직에 당선된 장애인은 완전히 접근 가능
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44. 모든 사람은 예술을 향유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며 숙박 시설, 식당, 주점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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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콘서트장에 계단만 있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은 콘서트에 갈 수
없다. 미술관에서 음성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없
다. 자막이 없으면 난청인은 영화를 즐길 수 없다. 수화 통역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연
극을 관람할 수 없다. 읽기 쉬운 버전이나 보완대체적 방식이 없다면 지적장애인은 책
을 읽을 수 없다. 협약 30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a)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문화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b)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기타 문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관광 서비스와 같은, 문화적 공연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
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념물과 장소에 가능
한 한 접근할 수 있다.
국가 유산의 일부인 역사적ꞏ문화적 기념물에의 접근 제공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그러한 장소에의 접근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국
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념물과 장소가 그 역사적ꞏ문화적 정체성과 고유함
을 보존하면서도 접근 가능하게 변경된 사례는 이미 많이 존재한다.
45. “당사국은 장애인이 각자의 창조적ꞏ예술적ꞏ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0조 2항).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장애인의 문화적 자료에의 접근을 막는 비합리적이고 차별
적인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0조 3항).
2013년 6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채택한 ‘시
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은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다른 국가에서 소수자에 속
하며 의사소통 수단으로 같은 언어를 발화 또는 사용하는 장애인, 특히 기존의 인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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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인 장벽 없이 문화적 자료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
과 동등하게 특정 문화적ꞏ언어적 정체성의 인정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다. 30조 4항은 수화 및 청각장애인 문화의 인정과 지원을 강조한다.
46. 협약 30조 5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가, 오락,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장애인이 모든 수준의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한 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촉진한다.
(b) 장애인이 장애 특정적 스포츠와 오락 활동을 조직ꞏ개발하고 그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적절한 지침ꞏ교육ꞏ재
원의 제공을 권장한다.
(c) 장애인이 스포츠, 오락, 관광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학교 체계 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오락, 여가, 스포츠 활동의 참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장애인이 오락, 관광, 여가, 스포츠 활동 기관 관계자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
록 보장한다.
47. 협약 32조에 제시된 국제협력은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촉진에 중요한 도구
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 및 기타 접근 인프라의 개선을 목표로
한 지원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국제 개발 기관에 권고한다.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투자는 모두 기존 장벽의 철폐와 새로운 장벽의 등장 방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물건ꞏ인프라ꞏ시설ꞏ상품ꞏ제품ꞏ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단순히 접근 가능한 상품ꞏ제품ꞏ서비스에의 투자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접근성 달성
의 모범 사례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의 공유에도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또는 국가 간 접근성 표준의 개발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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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ꞏ모니터링 절차에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제
공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접근성은 특히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의 맥락에서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8. 접근성의 모니터링은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적ꞏ세계적 모니터링에 있어 중요한 부
분이다. 협약 33조는 협약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위하여 정부 내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
고, 하나 이상의 독립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이행 모니터링의 국가 틀을 수립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시민 사회 또한 모니터링 절차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 9조의 적
절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때에는 33조에 관련하여 수립된 기관과 마땅히 협의
를 거쳐야 한다. 이들 기관은 특히 국가적인 접근성 표준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기존
및 초안 법률을 평가하며, 법률 초안 및 정책 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고,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국가적ꞏ세계적 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절차는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 단체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보장
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협약 49조에 따르면 협약의 조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는 국제 인권조약에서의 혁신이며, 그러한 관
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미래의 조약에 있어 선례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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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3호 (2016)

1. 본 일반논평은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위원회 절차 규정 47조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절차 규정 47조는 위원회가
당사국의 보고 의무 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협약의 다양한 조항과 규정을 바탕으로 일반
논평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54~57항에서는 그 자세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2. 장애 여성ꞏ여아가 삶의 영역 대부분에 있어 장벽을 마주한다는 사실은 강력한 증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장벽은 장애 여성ꞏ여아에 대해 교차하는 다중적 형태의
차별 상황을 조성한다. 이러한 차별은 특히 교육, 경제적 기회, 사회적 상호작용, 사법
등에의 평등한 접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1); 정치 참여 능력, 성과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또는 거주지와 동거인 선택과 관련한 폭넓은 맥락에서 자
신의 삶에 대하여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Ⅰ. 서론
3. 장애에 관한 국제ꞏ국가 법률과 정책은 역사적으로 장애 여성ꞏ여아에 관한 측면을 무
시해 왔다. 마찬가지로 여성에 관한 법과 정책 또한 전통적으로 장애를 무시해 왔다. 이
비가시성은 장애 여성ꞏ여아에 대한 교차하는 다중적 형태의 차별 상황을 영속화하였
다.2) 장애 여성은 젠더 또는 장애, 그리고 기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의 대상이 되
는 경우가 많다.
4. 본 일반논평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장애 여성’은 장애를 가진 모든 여성, 여아, 여성 청소년을 가리킨다.
(b) ‘성별’과 ‘젠더’에서 ‘성별’은 생물학적 차이를, ‘젠더’는 사회나 문화가 남성적이
거나 여성적이라고 간주하는 특징을 가리킨다.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제네바, 2011)
2) www.un.org/womenwatch/enab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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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중차별’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둘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복합
또는 가중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한다.3) ‘교차차별’이란 여러 차별 근거가
불가분하게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가리킨다.4)

차별의 근거 사유에는 연령,

장애, 민족적ꞏ토착적ꞏ국가적ꞏ사회적 출신, 젠더 정체성,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인종, 난민ꞏ이민자ꞏ망명 신청자라는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이 포함된다.
5. 장애 여성은 동질적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다. 장애 여성에는 원주민
여성, 난민, 이민자,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여성, 병원ꞏ거주시설ꞏ청소년시설ꞏ교정시
설ꞏ교도소 등에 수용된 여성, 빈곤 여성, 서로 다른 민족적ꞏ종교적ꞏ인종적 배경을 가진
여성, 중복 장애를 가진 여성,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백색증 여성, 동성
애자ꞏ양성애자ꞏ트랜스젠더 여성, 간성(intersex) 여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 여성의
다양성에는 기능적 한계를 수반하거나 또는 수반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정신사회적, 지
적, 감각적 손상 등 모든 유형의 손상이 포함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조에서 설명하듯, 장애는 개인적 손상과 사회적ꞏ물
질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사회적 영향으로 이해된다.
6. 법률 및 정책의 점진적 변화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장애 여성에 관한 인식
또한 개선되어 왔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차별철
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하에 발전된 법학에서는 장애 여성ꞏ여아에 관련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는 문제와 이행
권고안을 강조하였다. 정책 수준에서 보면, 다양한 유엔 기구가 장애 여성이 겪는 이슈
의 해결에 뛰어들었으며, 장애 포용적인 발전을 다루는 여러 역내 전략은 그러한 기구
들을 포함하고 있다.
7. 장애인권리협약 6조는 장애 여성ꞏ여아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응한 것이다.
장애 여성ꞏ여아는 조약 내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고자 상당히 노력하였다. 6조는 특히
여성 및 여아와 관련하여 본 협약의 비차별적 접근법을 강화하며, 당사국에게 차별적
조치를 삼가는 수준에서 벗어나 장애 여성ꞏ여아의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임시 특별조치
에 관한 일반권고 25호(2004), 문단 12 참조
4) 상게서, 여성차별철폐협약 2조에 따른 핵심 당사국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2010), 문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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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 여성ꞏ여아가 개별적인 권리 주체임을 인정하며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자신감을 제고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권한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 여성ꞏ여아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를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6조는 당사국이 인권 기반 접근법과 개발의 관점에
서 장애 여성ꞏ여아의 인권을 신장ꞏ보호ꞏ실현해야 한다는 본 협약 관련 책임을 준수하는
데 안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8. 젠더 평등은 인권의 중심에 있다. 평등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며 맥락 특정적인 기
본 인권 원칙이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법률과 정책을 구성하는 사회
적 구조와 권력 관계, 경제적ꞏ사회적 역학, 가족과 공동체의 삶, 문화적 신념에 관한 포
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젠더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적 커리어
를 추구하며 삶과 인생 계획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적대
적ꞏ부정적인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친절해 보이는 고정관념도 유해할 수 있다.
젠더 평등을 위해서는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과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 본
협약은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성별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관행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유해한 관행을 퇴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9. 협약 6조는 구속력을 가지는 비차별ꞏ평등 조항으로,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명백
히 금하고 있으며,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도모한다. 장애 여성ꞏ여아는 장애 남
성ꞏ남아와 장애가 없는 여성ꞏ여아보다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10. 2013년 4월, 제9차 회기에서 진행된 장애 여성ꞏ여아에 관한 일반 토론 중 제시된
여러 의견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강조되었으며, 특히 장애 여성ꞏ여아의 인권에 관련한
세 가지 주요 문제가 드러났다. 폭력, 성과 생식의 건강ꞏ권리, 차별이 그것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장애 여성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의 만
연함5), 법률 및 정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젠더, 장애, 그리고 기타 요인6)에 의하
여 장애 여성ꞏ여아가 겪는 차별7), 생명권8),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9), 장애 여성ꞏ여아
5)
6)
7)
8)
9)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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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C/SLV/CO/1, 문단 17, CRPD/C/UKR/CO/1, 문단 9 참조
CRPD/C/AUT/CO/1, 문단 17, CRPD/C/ECU/CO/1, 문단 16 참조
CRPD/C/BRA/CO/1, 문단 16 CRPD/C/EU/CO/1, 문단 20 참조
CRPD/C/MEX/CO/1, 문단 34, CRPD/C/AZE/CO/1, 문단 18 참조
CRPD/C/ARG/CO/1, 문단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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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10)과 학대11)를 포함한 지속적 폭력12), 강제 불임 수술13), 여성
할례14), 성적ꞏ경제적 착취15), 시설화16), 공적 또는 정치적 생활17)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 장애 여성의 참여 부족 또는

결여18),

장애 정책 속 젠더 관점 포용의

결여19),

젠더

평등을 도모하는 정책 속 장애인 권리 관점의 결여20), 장애 여성의 교육과 고용의 도모
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부족 또는 결여21)에 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Ⅱ. 규범적 내용
11. 본 일반논평은 협약 3조에 제시된 일반 원칙, 즉 천부적 존엄성, 스스로 선택할 자
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ꞏ자립성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와 포용; 인간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기회의
평등; 접근성; 남녀 간의 평등; 장애 아동의 발달 역량에 대한 존중과 장애 아동의 정체
성 보존 권리의 존중과 같은 원칙에 기반하여 협약 6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12. 6조는 협약의 모든 여타 조항을 관통하는 조항이다. 6조는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 장애 여성ꞏ여아의 권리를 포함할 것을 상기시킨다. 특
히 장애 여성이 다중차별로부터 보호받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이행될 필요가 있다.
6(1)조
13. 6(1)조는 장애 여성이 다중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당사국에게 장
애 여성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가령

CRPD/C/AUS/CO/1, 문단 16, CRPD/C/CHN/CO/1 및 수정문 1, 문단 57, 65, 90 참조
CRPD/C/SLV/CO/1, 문단 37, CRPD/C/CZE/CO/1, 문단 34 참조
CRPD/C/BEL/CO/1, 문단 30 참조
CRPD/C/MUS/CO/1, 문단 29, CRPD/C/NZL/CO/1, 문단 37 참조
CRPD/C/GAB/CO/1, 문단 40, CRPD/C/KEN/CO/1, 문단 33 참조
CRPD/C/DOM/CO/1, 문단 32, CRPD/C/PRY/CO/1, 문단 17 참조
CRPD/C/HRV/CO/1, 문단 23, CRPD/C/SVK/CO/1, 문단 55 참조
CRPD/C/CRI/CO/1, 문단 13, CRPD/C/ECU/CO/1, 문단 16 참조
CRPD/C/QAT/CO/1, 문단 13, CRPD/C/ECU/CO/1, 문단 12, 16 참조
CRPD/C/SWE/CO/1, 문단 13, CRPD/C/KOR/CO/1, 문단 13 참조
CRPD/C/AZE/CO/1, 문단 16, CRPD/C/ESP/CO/1, 문단 21 참조
CRPD/C/DNK/CO/1, 문단 18, CRPD/C/NZL/CO/1, 문단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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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다중차별이 언급되는 협약 5(2)조는 당사국에게 장애를 바
탕으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할 뿐 아니라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의 보호 또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22) 위원회는 위원회의 법리해석에 다중차별 및
교차차별의 해결을 위한 조치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켰다.23)
14. 협약 2조는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을 가리켜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권과 기본
적 자유의 인정ꞏ향유ꞏ행사를 방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구별ꞏ배제ꞏ
제한으로 정의한다.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은 적절한 편의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포함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리켜 의도적으
로 또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 간에 동등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ꞏ향유ꞏ행사를 방해
하거나 무효화하는, 성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구별ꞏ배제ꞏ제한으로 정의한다.
15. 장애인권리협약 2조는 ‘적절한 편의’를 가리켜 필요한 특별한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
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하고 적합한 수정 및 조정으로 정의한다. 결
과적으로 협약 5(2)조와 함께 보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
로부터의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법리해석에서 장애 여성의 고용 접근과 관련하여 적절한 편의를 언급하였다.24)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으로부터의 의무로, 개인이 특정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
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요청하는 순간부터 집행 가능하다.
장애 여성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5조와 6조에 따라 차별에 해당
할 수 있다.25) 적절한 편의의 예시로는 장애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직장 내
접근 가능한 시설을 들 수 있다.
16. 교차차별이라는 개념에서는 사람이 동질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2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25호, 문단 12 참조
23) CRPD/C/MUS/CO/1, CRPD/C/BRA/CO/1, CRPD/C/CZE/CO/1, CRPD/C/DNK/CO/1,
CRPD/C/AUS/CO/1, CRPD/C/SWE/CO/1, CRPD/C/DEU/CO/1 등 참조
24) 가령 CEDAW/C/HUN/CO/7-8 및 수정문 1, 문단 45 참조
25) 장애인권리위원회,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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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신분, 삶의 상황을 지닌 개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교차차별은
교차하는 다중적 형태의 차별로 인해 개인이 겪는 현실과 높은 수준의 불이익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차별은 분산된 데이터의 집합, 협의, 정책 개발, 비차별 정책의 집행 가능성,
효과적 구제의 규정 등과 관련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진 조치의 이행을 필요로 한다.
17. 장애 여성ꞏ여아를 대상으로 한 차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a) 직접적 차
별, (b) 간접적 차별, (c) 연계차별, (d) 적절한 편의의 거부, (e) 구조적 또는 체계적 차
별이 그것이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차별은 결과적으로 장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a) 직접적 차별은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유에 의해 장애 여성이 유사한 상황
에 놓인 다른 사람보다 덜 유리한 취급을 받을 때 발생한다. 비교할 만한 유사 상
황이 없는 경우,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불리한 행위나 부작위 또한 직접
적 차별에 포함된다.26) 가령,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증언이
법적 능력을 이유로 법적 절차에서 기각되고 그 결과 해당 여성에게 폭력의 피해
자를 위한 사법 및 효과적 구제가 거부된다면 이는 직접적 차별에 해당한다.
(b) 간접적 차별은 표면적 가치로 판단할 때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 여성에
게 불공평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ꞏ정책ꞏ관행을 가리킨다.27) 예를 들어,
중립적으로 보이는 의료 시설도 산부인과 검진을 위한 접근 가능한 검진용 침대
가 없다면 차별적인 것이다.
(c) 연계차별은 장애인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경우 연계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의 어
머니는 구직 과정에서 장애 아동 때문에 업무 참여와 근무의 가능성이 저조할 것
이라는 우려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d) 적절한 편의의 거부는 장애 여성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거나 부당
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하고 적합한 수정과 조정이 거부당하는 경우에 발생
26)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ꞏ사
회적ꞏ문화적 권리에 있어서의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20호(2009), 문단 10 참조
27)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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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8) 예를 들어, 장애 여성이 건축 환경의 물리적 접근성 결여로 인하여 의료
기관의 유방 촬영을 받을 수 없다면 이도 적절한 편의의 거부에 해당한다.
(e) 구조적 또는 체계적 차별은 차별적인 제도적 행위, 차별적인 문화 전통, 차별적인
사회적 규범과 규율 속에서 은밀하거나 또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한 젠더ꞏ장애 고정관념은 장애 여성을 위해 특
별히 마련된 정책ꞏ규제ꞏ서비스의 부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폭
력 사건을 신고하려는 장애 여성은 젠더와 장애의 교차를 바탕으로 한 고정관념
에 의해 경찰ꞏ검사ꞏ법원의 불신과 기각과 같은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유해한 관행은 장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신념을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역할 및 권력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도 한다.29) 장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신념의 예로는 장
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HIV/AIDS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이 존재한다.
교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경찰, 검사, 판사와 같은 공무원이나 일반 대중이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유해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교육
제공,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경우 장애 여성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18. 장애 여성은 공공 영역에서뿐 아니라 가족 내 또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자와의 관
계 등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다중차별의 대상이 된다. 국제인권법은 당사국이 국가가
아닌 민간 행위자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
다.30) 당사국은 책임과 구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 이상의 차별 근거를 바탕으로 하
는 항의가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중차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6(2)조
19. 6(2)조는 여성의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를 다룬다. 이 조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약이 다
28) 장애인권리협약 2조 참조
29)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24 참조
30)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18호(1989), 문단 9, 남녀 간 권리
평등에 관한 일반논평 28호(2000), 문단 31;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0호, 문단
1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28호, 문단 9;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의 젠더 관련 차원에 관한 일반논평 25호(2000), 문단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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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 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달성하고 도모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러한 권리가 여성에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상정한다.

3호

20.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란 법적, 교
육적, 행정적, 문화적, 정치적, 언어적 또는 기타 특성을 가진 조치가 될 수 있다. 적절
한 조치는 장애 여성이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포함하여 협약의 원칙을 존중하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는
일시적일 수도, 장기적일 수도 있으며, 법률상의 그리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극복해야만
한다. 할당제와 같은 일시적 특별 조치도 구조적 또는 체계적인 다중차별의 극복을 위
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한 법이나 정책의 개정과 같은 장기적 조치는 장애 여성의 실질적 평등의 실
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21. 모든 조치는 장애 여성의 완전한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발전이란
경제적 성장과 빈곤 퇴치와 관련되나,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교육, 고용, 소득
창출 및 폭력 방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젠더ꞏ장애 감수성을 가진 발전 조치가 장애 여성
의 완전한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적절할 수 있지만, 보건 및 정치ꞏ문화ꞏ스포츠 참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22. 장애 여성의 진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는 발전의 목표를 넘어 장애 여성의 일생
에 걸친 상황 개선 또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발전 조치를 계획할 때 장애 여성을 고려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 여성은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
야 한다.
23. 인권 기반 접근법에 따라, 장애 여성의 역량강화의 보장이란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 여성 참여의 촉진을 의미한다. 장애 여성ꞏ여아는 역사적으로 공공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벽에 부딪혀 왔다. 불균형한 권력과 다중적인 형태의 차
별로 인해 장애 여성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적었다. 당사국은 직
접적으로 장애 여성ꞏ여아에 접촉하고, 이들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며 이들이 특히 성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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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건강과 권리 및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에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과 우려
를 표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보복에도 노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장애 특정적인 자문 기구와 메커니즘뿐 아니라
장애 여성 대표 단체의 참여 또한 촉진해야 한다.31)

Ⅲ. 당사국의 의무
24. 협약 당사국은 6조 및 기타 실체적 규정에 따라 장애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
현시킬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교육적 및 기타 조치의 이행을
의미한다.
25. 존중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 여성의 권리 향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
다. 이에 따라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ꞏ규제ꞏ관습ꞏ관행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예시로는 장애 여성에게 결혼이나 자녀의 수와
출산 간격 등에 대한 선택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허락하지 않는 법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존중의 의무는 6조 및 기타 실체적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와 관행 일체
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고 공공 당국과 기관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하도록 보장
하는 일을 포함한다.32)
26. 보호의 의무는 당사국이 장애 여성의 권리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성별과 손상 또는 어느 한쪽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 기관, 민간 기업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호의 의무는 또한 폭력 또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증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민간 행위자를 포함한 가해자를 조사ꞏ기소ꞏ처벌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과 보상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
한다.33) 예를 들어, 당사국은 사법 분야 종사자의 교육을 촉진하여 폭력에 노출된 장애
31) A/HRC/31/62, 문단 70 참조
32) 장애인권리협약 4(1)(d)조 참조
3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해한 관행에 관한
공동 일반논평 31호,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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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효과적 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호
27. 실현의 의무는 장애 여성의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해
야 한다는, 지속적이고도 역동적인 의무를 말한다.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이중 접근법
을 취해야 한다. 하나는 여성, 아동, 장애와 관련하여 국가의 모든 행동 계획, 전략34),
정책과 더불어, 가령 젠더 평등, 보건, 폭력, 교육, 정치 참여, 고용, 사법 접근,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영역별 계획에 있어 체계적으로 장애 여성ꞏ여아의 이익과 권리를 주류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히 장애 여성에 맞추어, 목표가 뚜렷하고 모니터링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 접근법은 참여 및 권리 향유의 측면에서 불평등
감소에 필수적이다.

Ⅳ. 협약 내 6조와 여타 조항과의 관계
28. 다른 조항을 관통하는 특성에 따라 6조는 협약의 여타 실체적 규정과 불가분의 관
계를 가진다. 성별 또는 젠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과의 관계와 더불어, 6조는
특히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다루는 조항(16조), 가정 및 가족의 존중을 포함
하여 성ꞏ생식 건강과 권리를 다루는 조항(23, 25조), 그리고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과도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

A.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29. 장애 여성은 다른 여성과 비교하여 폭력ꞏ착취ꞏ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35)
폭력은 개인적일 수도,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일 수도 있다.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
은 여성이 가족36), 가구,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으로 또는 관념적
으로 종속된 위치에 머무르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구조적 불평등이나 제도적 차별을
의미한다.
30. 장애 여성이 착취ꞏ폭력ꞏ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향유는 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34) 장애인권리협약 4(1)(c)조 참조
35) A/67/227, 문단 13 참조
36) CRPD/C/HRV/CO/1, 문단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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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고정관념에 의해 저해될 수 있다. 장애 여성을 유아화하고 장애 여성의 판단 능
력을 의심하는 유해한 고정관념, 장애 여성을 무성이거나 과잉성욕을 가진 것으로 바라
보는 인식, 백색증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위험을 높이는 미신에 크게 영향을 받은
잘못된 믿음과 미신37) 모두가 장애 여성이 16조에서 제시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31.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16조를 위반하는 폭력ꞏ착취ꞏ학대의 예시에는 폭력이나 물리
적 강압의 결과로 인한 장애의 발생; 경제적 강요; 인신매매 및 사기; 잘못된 정보; 유
기;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와 법적 강제; 의약품 접근에 대한 보류나 거
부를 포함한 방치; 의사소통 기구의 제거나 통제 및 의사소통 보조의 거부; 난간과 같
은 접근성 시설, 지팡이와 같은 보조 장치, 휠체어와 같은 이동기기의 제거 또는 파괴에
의한, 개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의 부정; 목욕, 월경ꞏ위생 관리, 환복, 식사와 같은 일상적
활동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보조 거부로 인한, 자립적 생활의 권리와 모멸적 대우로부
터의 자유의 저해; 식량 또는 식수의 박탈 또는 박탈 위협;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괴롭
힘ꞏ언어폭력ꞏ조롱을 통한 위협에 의한 공포감 조성; 반려동물 또는 안내견에 대한 직접
적인 위해나 제거 및 살해 위협과 물건 파괴; 심리적 조종;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직접
적 또는 가상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가 포함된다.
32. 특정 형태의 폭력ꞏ착취ꞏ학대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우 또는 처벌
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여러 국제 인권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강
제 및 강요에 의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신이나 불임 수술38); 피임 및 낙태
에 관련된 절차와 개입을 포함하여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의료적
절차와 개입; 정신외과적 수술과 여성 할례 또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간성 아동에 대한 치료와 같은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인 수술 행위; 전기 충격 치료와 화
학적ꞏ물리적ꞏ기계적 구속의 사용; 분리 또는 격리가 포함된다.
33.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는 강간이 포함된다.39) 성적 학대는 국가적 및
비국가적 제도 내, 가족 내, 지역사회 내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한다. 일부 장애 여성, 특

37) A/HRC/24/57, 문단 74 참조
38) CRPD/C/MEX/CO/1, 문단 37 참조
39) A/67/227, 문단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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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청각 및 시청각 장애를 가진 여성과40)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 고립성, 의존성
또는 억압으로 인해 폭력과 학대의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3호

34. 장애 여성은 손상으로 인해 경제적 착취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 여성을 추가적 폭력에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신체적 손상이나 시각 손상을 가진
여성은 강제 구걸을 목적으로 납치될 수 있다. 그러한 장애 여성이 대중의 동정을 끌어
내기 쉽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41)
35. 전문적인 돌봄과 치료에 있어 남아가 우선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곧 장애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장애 남아나 일반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보다 만연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장애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는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를 포함하여 젠더
특정적인 방임ꞏ모욕ꞏ은폐ꞏ유기ꞏ학대가 포함되며, 이는 사춘기 동안 증가한다. 또한 장애
아동은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불균형하게 높으며,42) 이로 인해 폭력과
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장애 여아는 가족 구성원이나 돌봄 제공자에
의한 폭력의 위험이 크다.43)
36. 장애 여아는 특히 사회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과 가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유해한 관행적 위험에 노출된다. 가령 장애 여아는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울 의지가 없거
나 지원이 부족한 가족 때문에 ‘안락사’되는 비율이 장애 남아보다 높다.44) 또 다른 유
해한 관행에는 영아 살해45), ‘악령에 홀린 상태’라는 비난, 식사와 영양의 제한 등이 포
함된다. 더불어 장애 여아,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여아의 결혼은 향후의 안전, 돌봄, 재
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당화된다. 아동 결혼은 높은 학교 자퇴율 및 조기
출산과 고빈도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 여아는 가족 활동에서 배제되고 집에 감
금되거나 급여 없이 가사를 수행하고 학교 출석이 금지되는 등 사회적 고립, 분리, 가족
내 착취를 겪는다.

40)
41)
42)
43)

CRPD/C/BRA/CO/1, 문단 14 참조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25 참조
가령 CRC/C/TGO/CO/3-4, 문단 8, 39 참조
‘2013 세계아동현황: 장애 아동’(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Children with Disabilities)
(유엔 발행, 판매 번호 E.13.XX.1)
44)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24 참조
4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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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애 여성은 강제 결혼, 여성 할례,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 지참금 관련
폭력, 남편을 여읜 여성이라는 상태와 관련된 관습, 마녀 취급 등 장애가 없는 여성에
대해 행해진 것과 동일한 유해 관행의 대상이기도 하다.46) 유해한 관행의 결과는 사회
적 배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불평등
을 영속화하며,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차별에 기여한다. 유해한 관행은 신체적ꞏ정
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유
해한 관행이 장애 여성ꞏ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정당화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
불어, 장애 여성ꞏ여아는 특히 ‘처녀성 검사’47), HIV/AIDS 관련 미신, ‘처녀 강간’에 노
출될 위험이 크다.48)

B. 가정·가족의 존중을 포함한 성·생식 건강과 권리(23, 25조)
38. 장애와 젠더에 관련된 잘못된 고정관념은 특히 성ꞏ생식 건강과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차별의 형태에 해당한다. 장애 여성에 관한 유해
한 고정관념에는 이들이 무성이고, 능력이 없으며, 비논리적이고,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
거나 과잉성욕자라는 생각이 포함된다. 모든 여성과 마찬가지로 장애 여성은 자녀의 수
와 출산 간격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성ꞏ생식 건강을 포함하여 자신의 성과 관련된 문
제를 강요ꞏ차별ꞏ폭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책임감을 가지고 통제하며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49)
39. 장애 여성은 성ꞏ생식 건강과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 사법에 대한 접근을
누리는 데 있어 다중적인 장벽을 경험한다. 젠더와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다중차별에서
기인하는 장벽과 더불어, 난민, 이민자, 망명 신청자와 같은 일부 장애 여성은 의료 서
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한다. 장애 여성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는 유해한 우생학적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단념
하게 되거나 금지당하기도 한다.50)
46)
47)
48)
49)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 유해한 관행에 관한 공동 일반논평 31호, 문단 7 참조
전게서, 문단 9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24 참조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검토회의 결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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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장애 여성은 이들이 무성이거나 과잉성욕을 가졌으므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성 관
련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해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성교육을
포함한 정보ꞏ통신에 대한 접근 또한 거부당할 수 있다. 정보 또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
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성ꞏ생식 건강에 관한 정보에는 모자보건, 피임, 가족계획, 성
병, HIV 예방, 안전한 낙태 및 낙태 후 관리, 불임 또는 임신 방법, 생식기관 암을 포함
한 성ꞏ생식 건강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51)
41. 장애 여성, 특히 지적 장애, 청각 장애, 시청각 장애를 가진 여성이 성ꞏ생식 건강 정
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52)
42. 유방 촬영 기기 및 산부인과 검진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 시설과 장비는 장애 여성
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53) 장애 여성의 의료 시설 방문이나 검진
진행을 위한 안전한 교통편도 가격이 높거나 접근 및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43. 의료계 종사자 및 관련 직원에 의한 태도의 장벽에 의해, 장애 여성, 특히 정신사회
적 또는 지적 장애, 청각 장애, 시청각 장애를 가진 여성 및 여전히 시설에 수용된 여성
은 의사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할 수 있다.54)
44. 현실적으로 장애 여성, 특히 정신사회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의견은 법적 대변인, 서비스 제공자, 보호자, 가족 구성원을 포함
한 제3자의 의견으로 대체되는 일이 잦다.55) 이는 협약 12조에 따라 장애 여성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모든 장애 여성은 자신의 생식력과 출산 자율성의 유지, 자녀의
수와 출산 간격을 선택할 권리의 행사, 아버지의 자격에 관한 동의와 수용, 관계 수립의
권리 행사 등을 통하여 의학적 또는 치료적 처치와 관련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50)
51)
52)
53)

A/67/227, 문단 36 참조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ꞏ생식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2호(2016), 문단 18 참조
가령 CRPD/C/MEX/CO/1, 문단 50(b) 참조
장애인권리위원회,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 문단 40 및 가령 CRPD/C/DOM/CO/1, 문단
46 참조
54)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37 참조
55)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여
성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유엔 AIDS
합동 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ICEF, WHO, ‘강제와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인 불임 수술의 철폐: 관계 기관 합동 성명서’(W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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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희망하는 경우 도움을 받아서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능력의 제약 또는 박탈에 따라 불임 수술, 낙태, 피임, 여
성 할례,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간성 아동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 강제
시설 구금과 같은 강제 개입이 촉진될 수 있다.56)
45. 강제 피임 및 불임 수술은 특히 정신사회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정신의학
적 또는 기타 시설에 있는 여성이나 감금된 여성에 대하여 임신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여성의 법적 능력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
게 인정되어야 하고,57) 장애 여성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적절한 지원
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46. 능력과 역량의 부재와 같은 관념을 바탕으로 한, 젠더와 장애 관련 유해한 고정관
념은 자녀를 가진 장애 여성이 법적 차별을 겪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자
녀를 가진 장애 여성은 아동 보호 절차에서 심각하게 과장되게 묘사되고, 자녀와의 연
락이 차단되거나 앙육권을 잃는 경우가 불균등하게 많아지게 된다. 결국 이들의 자녀는
입양 절차 또는 시설 입소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 남편은 아내의 정신사회적 장애를 바
탕으로 별거 또는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C. 협약 내 여타 조항에서의 장애 여성 차별
인식 제고(8조)
47. 장애 여성은 특히 유해할 수 있는 복합적 고정관념에 노출된다. 장애 여성에게 영
향을 미치는 젠더ꞏ장애 고정관념에는 이들이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즉, 돌봄을
받아야 하거나 곤란함ꞏ고통ꞏ책임을 발생시키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생각), 취
약하다는 생각(즉, 무방비하고 의존적이며 종속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 피해자
라는 생각(즉,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동적이거나 무력한 사람이라는 생각) 또는 열등하
다는 생각(즉, 능력이 없고 부적합하며 약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생각), 성적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즉, 무성이거나 성적 활동이 없거나 성적 활동이 과하거나 성적 능
56) 장애인권리위원회,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 문단 35 참조
57) 전게서, 문단 31.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1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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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거나 성적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 또는 신비롭거나 사악한 존재라는
생각(즉, 저주를 받았거나 악령에게 홀렸거나 마술을 부린다거나 유해하다거나 행운 또
는 악운을 불러온다는 생각)이 포함된다. 젠더와 장애 관련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적인
믿음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
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이다. 예로는 사법 체계가 여성의 성 또는 여성의 증언
이 가지는 신뢰성에 관한 고정관념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접근성(9조)
48.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기술과 체계를 포함한 정보ꞏ
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ꞏ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에서 젠더와 장애
를 고려하지 않으면 장애 여성의 자립적 생활 및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이는 장애 여성을 위해 폭력ꞏ학대ꞏ착취로부
터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보호를 제공하는 안전한 주거 환경, 지원 서비스와 절차에 대
한 접근에 있어, 또는 의료 서비스, 특히 생식 건강 관련 의료 제공에 있어 각별한 관련
성을 가진다.58)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11조)
49. 무력 분쟁, 테러리스트 점령, 자연재해,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장
애 여성은 더욱 높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며, 회복 및 재활 서비스 또는 사법에 접
근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59) 장애를 가진 여성 난민, 이민자, 망명 신청자는 신분 문
제로 인해 보건 및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의 권리가 부정되므로 폭력의 대상이 될 위험
이 높을 수 있다.
50.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처한 장애 여성은 이전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위생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장애 여성에 대
58) 장애인권리위원회,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 참조
59)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를 위한, 장애 포용에 관한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 위원회 웹사이트(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에서 열람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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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별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애 여성은 인도적 지원에 접근하는 데 여
러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과 아동은 인도주의적 구호 분배에서 우선시되지만, 장
애 여성이 구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항상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정
보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보를
획득한 장애 여성도 분배 장소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분배 장소까지
이동한다고 해도, 직원과의 소통이 불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 여성이 폭력ꞏ착
취ꞏ학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정보ꞏ통신 전화상담 서비스와 상담전화는 접근이 불가할
수 있다. 난민 수용소는 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 보호 메커니즘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위생적인 월경 관리를 위해 접근 가능한 위생 시설은 이용이 불가할 때가
많은데, 이는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장애를 가진
독신 여성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대피에 있어 여러 장벽을 마주한
다. 특히 대피 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인 가족 구
성원, 친구, 돌봄 제공자가 없는 이재민 장애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이재민이 된 장애 여아는 특히 위기 상황의 경우 공식적ꞏ비공식적 교육에 접근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12조)
51. 장애 여성은 장애 남성이나 장애가 없는 여성보다 법적 능력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생
식 건강에 관한 통제를 유지할 권리60), 가정을 꾸릴 권리,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 신체적 및 정신적 고유성의 권리,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할 권리, 자신의 재정 문
제를 관리할 권리, 은행 대출, 담보, 기타 형태의 신용 대출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61)
는 대리 의사결정이라는 가부장적 체계를 통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사법에 대한 접근(13조)
52. 장애 여성은 유해한 고정관념, 차별, 절차적이고 적절한 편의의 부재로 인해 착취ꞏ
60) 장애인권리위원회,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
61) ‘개발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세계 조사 2014: 젠더 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World Survey on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2014: Gender Equ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유엔 발
행, 판매 번호 E.14.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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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ꞏ학대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법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벽을 마주한다.62) 이
에 따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고소가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절차 이행
과정에서의 부정적 태도는 피해자를 겁먹게 하거나 피해자의 재판 추진을 좌절시킬 수
있다. 복잡하거나 모멸적인 신고 절차, 법적 구제의 제공 대신 피해자에게 사회 서비스
를 소개해 주는 행위, 경찰이나 기타 법 집행 기관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 등이 예에 해
당된다. 이러한 태도는 처벌의 회피나 문제의 비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장
기간 지속되는 폭력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63) 장애 여성은 돌봄 제공자로부터 당
장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폭력ꞏ착취ꞏ학대 신고를 두려워할 수
도 있다.64)
자유와 안전 및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14, 15조)
53. 자유의 박탈과 관련한 위반은 지적 또는 정신사회적 장애를 가진 여성과 시설에 수
용된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 시설과 같은 장소에 실제 손상 혹은 유
추되는 손상을 바탕으로 수용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한층 수위 높은 폭력과 더
불어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고65), 보호 시설과
특수 교육 시설 내에서 고립되어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된다.66) 시설 내 장
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는 당사자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남성 직원에 의한 비
자발적 탈의, 정신과 약물의 강제 투여, 성폭력에 대해 설명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약물의 과량 투여가 포함된다. 그러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사법
적 구제에 대한 접근이 상당 수준 제한되고, 상담전화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이용해 폭
력을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범행의 발견이나 처벌의 위험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62)
63)
64)
65)
66)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41, A/67/227, 문단 42 참조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19 참조
전게서, 문단 16
전게서, 문단 39
CRPD/C/UKR/CO/1, 문단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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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및 개인의
고유성의 보호(15, 17조)
54. 장애 여성은 일반 여성이나 장애 남성보다 강제 개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 개입은 무능력 의견과 치료 필요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정당화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화되며, 관련자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한다며 대중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
다.67) 강제 개입은 협약이 제시하는 여러 권리, 즉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
착취ꞏ폭력ꞏ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 개인의 고유성의 권리, 성ꞏ생
식 건강의 권리,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를 침해한다.68)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포용(19조)
55. 장애 여성이 가지는 거주지 선택 권리는, 자율성을 제한하고 특정 주거 형태에 따
라 살 것을 강요하는 문화적 규범과 가부장적인 가족 가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따라서 다중차별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하
고 평등한 향유를 막을 수 있다. 연령과 손상은 따로 또는 함께 작동하여, 고령 장애인
의 시설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69) 더불어 시설화는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을 폭
력과 학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70)
교육(24조)
56. 유해한 젠더ꞏ장애 고정관념은 함께 작용하여 여아보다 남아의 교육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잘못된 젠더ꞏ장애 고정관념을 조장하며, 장애 여아의 아동
결혼을 장려하고, 젠더 기반 가족 활동을 수행하며, 여성 및 여아에게 돌봄 제공자 역할
을 부여하고, 교내에서 위생적 월경 관리의 보장을 위한 접근 가능한 위생 시설을 제공
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태도ꞏ정책ꞏ관행을 악화시킨다, 결국 이는 높은 문맹률, 학업 실패,
고르지 못한 일일 출석률, 잦은 결석, 학교로부터의 완전 자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67)
68)
69)
70)

A/HRC/22/53, 문단 64 참조
CRPD/C/SWE/CO/1, 문단 37 참조
E/2012/51 및 수정문 1 참조
A/HRC/28/37, 문단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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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재활(25, 26조)
57. 장애 여성은 건강과 재활 서비스 접근에 있어 장벽을 마주한다. 그 장벽 가운데에
는 성ꞏ생식 건강과 권리에 관한 교육과 정보의 부족, 산부인과ꞏ종양학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장벽, 임신 촉진 및 호르몬 치료에 대한 태도적 장벽이 있다. 더불어 젠더 기반
폭력 행위에 관한 상담을 포함하여 신체적ꞏ정신적 재활 서비스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용적이 아닐 수도 있으며, 연령 또는 젠더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27조)
58. 장애인이 근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장벽 이외에, 장애 여성은
성희롱과 불평등한 임금, 항의를 무시하는 차별적인 태도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접근성의 부족, 물리적이고 정보통신적인 장벽을 포함하여 직장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특유의 장벽 또한 경험한다.71)
사회적 보호(28조)
59. 여성은 차별의 결과로 세계 빈곤층 가운데 불균형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는 특히 정식 임금에 관한 선택과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빈곤은 다중차별의
구성 요소이자 결과이다. 장애 노인 여성은 특히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보호와 빈곤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가지지 못한다.72)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의 참여(29조)
60. 장애 여성ꞏ여아의 목소리는 역사적으로 묵살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 여성ꞏ여아의 대변은 불균형하게 적게 이루어졌다. 권력 불균형과 다중차
별에 의해 여성으로서, 아동으로서, 장애인으로서의 필요를 드러낼 수 있는 단체를 설
립하거나 그런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적었다.

71) A/HRC/20/5 및 수정문 1, 문단 40, A/67/227, 문단 67 참조
72) A/70/297 참조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

59

3호

Ⅴ. 국가적 이행
61.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6조 및 협약 내 여타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장애 여성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
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당사국이 여러 지속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62. 상기 규범적 내용 및 의무에 비추어 볼 때, 당사국은 6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
고 그에 관련하여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63.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통해 다중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a) 장애 여성이 협약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차별적 법률ꞏ정책ꞏ관
행을 폐지하고, 젠더 및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과 그 교차차별을 금지하며, 장
애 여아ꞏ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불법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불임 수술,
강제 낙태, 합의 없는 피임을 금지하며, 젠더 또는 장애 관련 모든 형태의 강제적
인 의학적 치료를 금지하고, 장애 여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b) 장애 여성의 권리가 모든 정책, 특히 여성 일반에 관한 정책과 장애에 관한 정책
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ꞏ정책ꞏ조치를 채택한다.
(c) 장애 여성의 참여를 막거나 제한하는 모든 장벽을 해결하고, 장애 여성과 더불어
장애 여아의 관점과 의견이 대표 단체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그램의 설계ꞏ이행ꞏ모니터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장애 여성을 국가
모니터링 체계의 모든 부서와 기구에 포함시킨다.
(d) 6조의 이행을 위한 정책 계획을 지휘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교차하는 다중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장애 여성 단체와 함께 장애 여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데
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선한다.

60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e) 모든 국제 협력이 장애 및 젠더에 민감하고 포용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가
능 개발 목표와 지표를 포함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2030 Agenda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및 기타 국제적 틀의 이행에 장애 여성의 데이터와 통
계를 포함시킨다.
64.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통하여 장애 여성의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장애 여성이 여성 단체 또는 장애 여성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또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정치적ꞏ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모든 법률과 정책을 폐지한다.
(b) 즉시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장애 여성이 다른 사람과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
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성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 여성의 발전ꞏ
진보ꞏ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사법
에 대한 접근, 폭력의 철폐,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존중, 성적 건강 및 재생산권,
보건, 교육, 고용,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장애 여성이 사용하
는 공공ꞏ민간 서비스와 시설은 협약 9조, 접근성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2호
(2014)를 준수하여 완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또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 여성에게 적절한 관심ꞏ지원ꞏ보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인권 표
준에 관해, 그리고 차별적 규범과 가치를 밝히고 그에 맞서 싸우는 일에 관해 교
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c) 장애 여성이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하고 자신의 삶에 관하여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1호(2014)에 따
라, 법적 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d) 장애 여성 단체 및 네트워크의 설립을 지원 및 독려하고, 장애 여성이 모든 단계
의 공적 의사결정 기구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장려한다.
(e) 장애 여성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 연구, 특히 장애 여성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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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의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관한 연구 수행을 촉진
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여성 일반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 시 장애 여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장애 여성의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
여야 한다. 데이터 수집의 설계ꞏ이행ꞏ모니터링ꞏ평가ꞏ교육 과정에 장애 여성 및 그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
여성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밝히고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
한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f) 국가ꞏ역내ꞏ국제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 여성의 완전한 발전ꞏ진
보ꞏ역량강화를 막는, 그리고 장애 여성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
와 프로그램의 설계ꞏ이행ꞏ모니터링 과정에 있어 이들의 포함을 막는, 법적ꞏ절차
적ꞏ관행적ꞏ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국가적 조치와 일치하도록 국제 협
력ꞏ보조를 지원ꞏ촉진한다.
65. 당사국은 젠더 평등을 다루는 관련 국제연합 기구의 권고안을 고려하여 그것을 장
애 여성ꞏ여아에게 적용해야 한다.73)

73) E/CN.6/2016/3 참조. 추가 참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육센
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여성기구
(UN-Women), ‘젠더 평등 비용에 관한 편람’(Handbook on Costing Gender Equality)(New York,
2015),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 /publications/2015/7/handbook-on-costing-gender-equality
에서 열람 가능함; 유엔여성기구, ‘CEDAW 일반권고 30호와 여성ꞏ평화ꞏ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관한 안내서’ (New York, 2015),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8/guidebook-cedawgeneralrecommendation30womenpeacesecurity에서 열람 가능함; 유엔여성기구,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젠더 주류화에 관한 안
내문’(Guidance Note on 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Programming)(New York, 2014),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02/gender-mainstreaming-issues에서 열람 가능
함; 유엔여성기구, ‘젠더, 인권, 문화 간 관점의 프로그램ꞏ프로젝트 평가 안내’(Guide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with a Gender, Human Rights and Intercultural
Perspective)(New York, 2014),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4/7/guide-for-the-evaluation-of-programmes-andprojects-with-a-gender-perspective에서 열람 가능함; 유엔여성기구,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에 있
어 젠더 평등과 여성ꞏ여아의 역량강화의 모니터링: 기회와 과제’(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New York, 2015),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9/indicators-position-paper에서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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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 (2016)

Ⅰ. 서론

4호

1. 역사적으로 복지 수혜자로 여겨져 온 장애인은 이제 국제법하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
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모두를 위한 세계교육선
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1990),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
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살라망카 성명 및 행동 프레임워크’(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1994)는 모두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이다.
2. 교육권 실현의 열쇠인 포용의 인정은 지난 30년 동안 향상되어 왔으며, 장애인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
은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조약이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번 항목 또한 포용적인 양질의
평등한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포용적인 교육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
습자를 위한 높은 품질의 교육의 실현과 더불어 포용적이고 평화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나아가 교육적ꞏ사회적ꞏ경제적 효과도 강력하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보고서에 반영된 바와 같이, 포용적 교육만이 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개발을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의 권리에 있어 보편성과 비차별을
보장할 수 있다.1)
3.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중대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다
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장애인은 교육의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그보
다 훨씬 많은 장애인은 학우로부터 분리된 환경 및 교육의 질이 열악한 환경에서만 교
육을 받을 수 있다.
1) A/HRC/25/29 및 수정문 1, 문단 3,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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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교육을 막는 장벽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서 기인할 수 있다.
(a) 개인의 손상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일반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해
장애인이 배제된다고 보는, 장애의 인권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실천의 실패
(b) 여전히 장기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고립된 상태 및 주류 환경 속 장애
인에 대한 낮은 역할기대와 같은 상황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악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차별
(c) 모두를 위한 학습에 있어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및 다양성이 가지는 본질과 이점
에 대한 지식의 결여, 모든 학부모에 대한 현장 지원의 결핍, 지원 요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결여, 이와 같은 결핍에 따라 포용이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잘못된 공포와 고정 관념을 발생시
키게 됨
(d) (책임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모두 필요한) 세부 데이터와 연구의 부족, 이로 인해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과 개입이 방해됨
(e) 전 교직원의 불충분한 교육 등 포용적 교육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기술
적 지식, 역량의 부족
(f) 장애 학생의 포용, 부처 간 협조, 지원,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인센티브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때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기금
(g) 법적 구제 및 위반 행위 시정 메커니즘의 부재
5.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있어 협약의 기
본적인 일반 원칙을 유념하여야 하고, 포용적인 교육 체계 개발의 절차와 결과 모두가
3조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일반논평은 실제 장애인 혹은 추정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2) 위원회는
지적장애인, 중복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자폐증장애인,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처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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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일부 장애인 집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제당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7. 협약 4(3)조에 따라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 정책의 계획ꞏ이행ꞏ모니터링ꞏ평가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 등을 통하여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과 상의
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 및 적절한 경우에 장애인의 가족은
단순한 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Ⅱ. 24조의 규범적 내용
8. 24(1)조에 따라 당사국은 취학 전, 초등ꞏ중등ꞏ고등 교육,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 교
과 외 활동 및 사회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수준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
에게 차별 없이 타인과 동등한 포용적 교육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9. 포용적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환경에 있어 학생 개인마
다 다른 요구 사항과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문화ꞏ정책ꞏ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
다. 이와 더불어 포용적 교육의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또한 포용적 교육의 보장에는 모든 학생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교육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포함된다. 포용적 교육은 모든 학생, 특히 여러 이유로 배제되거
나 소외될 위험이 큰 학생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접근성, 출석, 학업 성취에 집중
한다. 포용은 양질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그 교육에서의 발
전을 포함한다. 포용은 지역사회ꞏ체계ꞏ구조가 편견과 같은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며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 학생의 복리와 성공에 집중함으로
써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여를 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포용
은 교육의 재정ꞏ행정ꞏ설계ꞏ전달ꞏ모니터링에 관한 법률ꞏ정책ꞏ메커니즘에 있어 교육 체계
의 심층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10. 포용적 교육은 다음으로 이해된다.

2) 장애인권리협약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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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a)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특히 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권리이지, 아동의 경우라
도 그 학부모나 양육자의 권리가 아니다. 교육에 관한 부모의 책임은 아동의 권리
에 속한다.
(b) 모든 학생의 복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학생의 천부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
며, 개인의 요구 사항 및 사회에 효과적으로 포용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인
정하는 원칙.
(c) 인권의 실현 수단. 포용적 교육은 장애인이 스스로를 빈곤에서 구제하고 지역사
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며 착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3) 또한 포용적 교육은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d)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규 학교의 문화ꞏ정책ꞏ관행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교육의 권리를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과정에 의한 결과.
11. 위원회는 배제, 분리, 통합(integration), 포용(inclusion)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배제는 모든 형태의 교육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직ꞏ간접적으로
거부하거나 막을 때 발생한다. 분리는 장애 학생의 교육이 장애가 없는 학생으로부터
떨어져 특정 손상 또는 다양한 손상에 맞춰 설계되거나 활용되는 별도의 환경에서 제공
되는 경우 발생한다. 통합은 장애인이 기존 주류 교육 시설의 표준화된 요구 사항에 적
응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그러한 시설에 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4)
포용은 관련 연령대의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참여적 학습 경험 및 학생의 요구 사항과
선호에 가장 잘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
여 교육의 내용ꞏ방식ꞏ접근법ꞏ구조ꞏ전략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을 포함하는 체계적 개
선의 절차를 수반한다. 가령 장애 학생을 기관, 교육과정, 교육ꞏ학습 전략의 구조적 변
3)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교육의 권
리에 관한 일반논평 13호(1999)
4) A/HRC/25/29 및 수정문 1, 문단 4,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법’(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a Right-based Approach to Inclusive Education) (Genev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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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없이 주류 교육 환경에 배정하는 것은 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통합이 분리
에서 포용으로의 전환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12. 포용적 교육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4호

(a) ‘전체적 체계’ 접근법: 교육 당국은 모든 재원이 포용적 교육의 발전 및 기관의
문화ꞏ정책ꞏ관행의 필수적 변화의 도입과 포함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b) ‘전체적 교육 환경’: 교실 내 수업과 유대, 이사회 회의, 교사 감독, 상담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학여행, 예산 할당,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부모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나 대중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 걸
쳐 포용적 교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화ꞏ정책ꞏ관행을 도입하고 포함하려면 교
육 기관 경영진의 헌신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c) ‘전체적 인간’ 접근법: 모든 개인의 학습 능력을 인정하고,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
든 학습자에 대해 높은 기대를 설정한다. 포용적 교육은 각자 다른 역량, 요구 사
항, 학습 스타일에 맞춘 유연한 교육과정과 교육ꞏ학습 방법을 제공한다. 이 접근
법은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적절한 편의,
초기 개입의 제공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 계획 시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라 학습
자의 역량과 열망이다. ‘전체적 인간’ 접근법은 적절한 지원과 함께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에서의 포용적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환경 내 분리를 종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체계는 학생들이 체계에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에 맞춘 교육적 대응을 제공해야 한다.
(d) 교사 지원: 모든 교사와 교직원은 포용적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적 가치와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여기에는 장애 교사도 포
함된다. 포용적 문화는 협력, 상호 작용, 문제 해결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는 접근
가능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e) 다양성과 그 가치의 존중: 학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하게 받아들여지고,
장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언어적 문화,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사상, 출신
국가ꞏ부족ꞏ사회, 재산, 출생, 연령,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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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포용되고 자신의 말
이 경청된다고 느껴야 한다. 학대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시행
되어야 한다. 포용은 학생별로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f) 학습 친화적 환경: 포용적 학습 환경은 모두가 안전하고 지지를 받으며 동기부여
자극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며, 긍정적 학교 공동체 건설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동료
학습자의 학습을 인정하며, 긍정적 관계, 우정, 수용이 형성된다.
(g) 효과적 전환: 장애 학습자들은 교내 학습으로부터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으로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직업으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학습자는
역량과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 받으며, 평가와 시험 절차
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타인과 동등하게 능력과 성과를 인증받는다.
(h) 협력 관계의 인정: 교사회, 학생회 및 학생연합, 장애인 단체, 학교 이사회, 교사학부모회, 기타 학교 지원 단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두 장애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도모할 것이 장려된다. 학부모나 양육자와 지역 사회의 참여는 자
원과 영향력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학습 환경과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
는 포용적 사회로 향하는 길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i) 모니터링: 포용적 교육은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분리와 통합(integr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한
다. 33조에 따르면 모니터링 절차는 집중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ꞏ성인을 포함
한 장애인을, 대표 단체 또는 아동의 경우 학부모나 양육자를 통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 포용 관련 지표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따라 개발ꞏ사용되어야 한다.
13. 장애인권리협약 24(1)조의 실행을 위하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의 교육차별금지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에 따라 당사국은 반드시 교육권이 차
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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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일체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
터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 젠더, 종교, 법적 지위, 인
종, 연령, 성적 지향, 언어를 바탕으로 한 교차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척 또한 장애를 바탕으로 한 연계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는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 내 법적, 물리적, 의사소
통ꞏ언어적, 사회적, 재정적, 태도적 장벽을 밝히고 제거하는 일이 포함된다. 비차별의 권
리에는 분리되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접근 가
능한 학습 환경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4. 무력 분쟁,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자연재해는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특히 큰 영향
을 미친다. 당사국은 장애 학습자들에게 특히 위험한 재난 발생 시 포괄적인 학교 안전
을 위한 포용적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임시 학습 환경은 장
애인, 특히 장애 아동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
다. 임시 학습 환경은 접근 가능한 교육 자료, 학교 시설, 상담을 비롯해 청각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지역 수화 교육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11조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서 성폭행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 여성ꞏ여아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장애 학습
자들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교육 시설에 대한 접
근을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15. 협약 24(1)(a)조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교육은 반드시 인간 잠재
력과 존엄성ꞏ자아존중감의 충분한 발전, 인권과 인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향
해 나아가야 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모두를 위한 세계교육선언’ 1조,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I부 33항과 II부 80항, ‘인권교
육을 위한 유엔 10년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항에 비추어 해석한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의 목적과 목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기 조문들은 젠더 평등과 환경
존중 등 추가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5)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내용뿐 아니
라 접근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해와 관용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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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야 한다.6) 포용적 교육은 반드시 상호 존중 및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도모하
는 일, 그리고 학습 접근법, 교육 기관의 문화, 교육과정 자체가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
하는 학습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6. 24(1)(b)조의 이행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장애인의 인격ꞏ재능ꞏ창의성과 정신적ꞏ신
체적ꞏ소통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은 이들의 부족함
에, 실질적 또는 유추된 손상에, 이들의 잠재력에 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기
회의 제한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당사국은 장애인 개인 각각의 장점과 재능을 개
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17. 24(1)(c)조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23(3)조를 돌이켜 보며 장애 아동이 가능한 한 최대의 사회 통합과 개인적 발전을 달성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사국은 개인적 지원과 적절한 편의제공이 우선 사항
이며 모든 의무 교육 과정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18. 협약 24(2)(a)조의 이행을 위해서 장애인을 일반 교육 체계에서 배제하는 일은 반
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 능력의 범위를 포용의 조건으로 하거나 적절한
편의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손상이
나 손상의 정도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포용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하여 배제하
는 것이 포함된다. 일반 교육이란 모든 보통 학습 환경과 모든 교육 부문을 의미한다.
직접적 배제는 특정 학생을 “교육이 불가”하며 교육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이다. 간접적 배제는 적절한 편의제공이나 지원 없이 학교 입학의 조건으로 공통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19. 협약 4(1)(b)조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고 24조를 위반하
는 기존의 법률ꞏ규정ꞏ관습ꞏ관행을 수정하거나 철폐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포함한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차별적 법률ꞏ규정ꞏ관습ꞏ관행에 대하여 시한
5)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호
6)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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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체계적 폐지 또는 수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20. 협약 24(2)(b)조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은 반드시 포용적인 양질의 초ꞏ중등 교육
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
로 초등 교육에서 중등 교육으로 문제없이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의
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육 체계가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조정 가능성
이라는 네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
원회’의 권고 사항을 활용하고자 한다.7)
이용 가능성
21.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은 그 양과 질이 이용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당
사국은 장애 학습자에게 지역사회 내 모든 수준의 교육 장소에 대한 폭넓은 이용 가능
성을 보장해야 한다.
접근 가능성
22. 협약 9조 및 접근성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14)에 따라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은 반드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건물, 정보, 의사소통
방식(환경보조시스템 또는 FM 보조 시스템), 교육과정, 교육 자료, 교육 방법, 평가, 언
어ꞏ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체 교육 체계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환경은
포용을 촉진하고 교육 전체에 걸쳐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8) 예를 들어, 등ꞏ하교 교통수단, 식수ꞏ위생 시설(위생ꞏ화장실 시설 포함), 교내 식당
과 여가 공간은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해야 한다. 당사국은 반드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당사국은 접근 불가능한 교육 인프라에 대
해 일체의 향후 건설을 금지 및 제재해야 하며, 모든 기존 교육 환경을 접근 가능하게
변경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필
요한 경우에 교육 환경에서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유니버설 디
자인 접근법은 장애 학습자에게 보조 장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배제

7)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호
8)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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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접근성은 역동적인 개념이며, 그 적용에는 주기적인 규제 및 기술적 조정
이 필요하다.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학습 향상을 위해 설계된 혁신과
신기술의 개발 성과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3. 위원회는 수화를 포함해 접근 가능한 형식ꞏ언어로 된 교과서와 학습 자료의 부족이
만연함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혁신적 기술 등을 사용하여 잉크나 점자와 디지털 형식을
취하는 다양한 자료를 적시에 개발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당사국은 인쇄 매체를 접
근 가능한 형식과 언어로 변환하기 위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교육 관련
조달의 주요 측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
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을 시급히 비준
및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24. 접근 가능성을 위해서는 장애 학생이 모든 수준의 교육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적절한 편의는 장애 학생에 대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접근 가
능한 양질의 무료의 의무 초등 교육은 즉각적 의무이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에
맞추어,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평등한 양질의 중등 교육을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모든 장애 여성ꞏ남성이 저렴한 양질의 기술 교육, 직업 교
육,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 평생 교육을 평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단
계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공공 및 민간 학술 기관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수용 가능성
25. 수용 가능성이란 장애인의 요구 사항, 문화, 견해, 언어를 완전히 고려하고 존중하
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ꞏ상품ꞏ서비스를 설계하고 도입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제공되는 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사
람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9)
포용과 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포용적 접근법은 교육의 질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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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가능성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습 접근법 채택 시 유니버설 디자인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방법은 교사와 교직원에게 조정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제공해 주는 일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생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접근법은 유연한 학습 방법의 개발, 참여도 높은 수업 환경의 조성,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치의 유지 및 다양한 기대 충족 방식의 허용, 교사의 창의
적 교수법의 장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교육적 성과에 대한 집중을 포함한다.
교과과정은 반드시 모든 학생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ꞏ설계ꞏ이행
되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적 대응을 제공해야 한다. 표준화된 평가 대신 유연하고 다양
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체 학습 방법의 제공도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목
표에 맞춰 개인의 발전을 인정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7. 24(2)(b)조에 따라 장애인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의 초등ꞏ중등학교
에 재학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집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환경은 반드시
장애인이 안전하게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교통수단을 포함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
은 장애인이 교육 환경 내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사와 역할 모델과의 상호작용
을 하는 대신 기술에만 의존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과
의 상호작용을 통한, 장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는 포용적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
28. 24(2)(c)조에 따라 당사국은 반드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이 다른 사
람과 동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함’이란 편의제공의 관련성ꞏ효
과성과 더불어 차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상황적 맥
락에 따른 조사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담이 불균형적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자원
의 이용 가능성과 재정적 함의가 고려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해당 편의가
요청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10) 적절한 편의를 보장하는 정책은 국가적,
지역적, 교육 기관의 수준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수준에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적
10)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일반논평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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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편의의 제공 정도는 포용적 교육 체계를 개발할 포괄적 의무에 맞추어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 자원을 최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자원의
부족과 재정적 위기의 존재를 핑계로 포용적 교육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
는 일은 협약 24조 위반이다.
29. 위원회는 일반적인 접근성 의무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다시 한번 구분하
고자 한다.11) 접근성은 인구 내 여러 집단에 혜택을 주며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일련의
표준을 바탕으로 한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담은 접근성 제공의 실패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적절한 편의는 개인에 관한 것으로, 접근성의 의무와는 보완
적 관계에 있다. 당사국이 접근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은 합법적으로
적절한 편의제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0. ‘과도하지 않음’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편의의 이용 가능성은 문제가
되는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라는 보
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 체계
내 자원의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같은 손상을 가졌더라도 학습자에 따라 다른 편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편의에는 “누구에게나 적합한” 하나의 공식이 존재할 수
없다. 편의제공의 예시로는 교실 위치의 변경, 수업 중 다른 소통 형태의 제공, 부호화
된 인쇄물, 자료ꞏ재료의 확대 또는 대체 형식으로 된 유인물의 제공, 필기 도우미나 통
역사의 제공 또는 학습ꞏ시험 중 보조 기술 사용의 허용 등이 있다. 학생에게 더 많은 시
간 허용하기, 주변 소음 줄이기(감각 과부하에 민감한 경우), 대체 평가 방법 사용하기,
교과과정의 일부 내용 대체하기 등 비물질적 편의제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의
요구 사항, 의지, 선호, 선택을 충족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기관 제공자가 이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당국과 교육 제공자, 학술 기관, 장애 학생, 그리고 학생의 연령
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경우 학생의 학부모나 양육자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편의의 제공은 의학적 손상 진단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며,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장벽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31.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즉시 적
용 가능하며,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아니다. 당사국은 편의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모니
1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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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장애 학생을 비롯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가
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판단할 때 그 시정을 위하여 안
전하고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정 절차 동안 피해자를 보
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수적이다.

4호

32. 24(2)(d)조의 이행을 위해서 장애 학생에게는 효과적 교육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충분한
훈련과 지원을 받은 교사, 학교 상담사, 심리학자, 기타 관련 보건ꞏ사회 서비스 전문가
의 제공이나 장학금과 재원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교육 체계 내 서비스와 시설의 일반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은 자신의 잠재력을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
33. 24(2)(e)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이며 개인에 맞춘 지원이 직접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보조기기, 접근 가능한 형태나 대체 형태의 학습 자료,
의사소통 수단,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보조ꞏ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포함해, 학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편의제공과 구체적 지원을 밝힐 수 있는 개인별 교육 계획을 마련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원에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일대다 또는 일대일 형태
의 자격 있는 학습 보조원의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 개인별 교육 계획은 분리된 환경
에서 주류 환경으로, 교육 수준 사이에서 이동하는 학습자들의 전환 과정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별 교육 계획의 효과는 학습 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의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계획의 본질은 학생,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부모, 양육자 또는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지원이 이용 불
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4. 제공되는 모든 지원 조치는 포용의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장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학우들과 함께 교내와 교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5. 24(3)조와 관련하여 여러 당사국은 장애인, 특히 자폐 범주성 장애인과 의사소통 손상,
감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 환경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기술,
언어 능력, 사회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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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맹 또는 부분적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반드시 점자, 대체 문자, 보완대
체적인 의사소통 방식ꞏ수단ꞏ형태와 더불어 방향 설정과 이동 기술을 습득할 기회
가 주어져야 한다.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및 대체 의사소통 시스템
에 대한 접근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료 지원 및 멘토링 제도가 도입ꞏ
장려되어야 한다.
(b) 전농 또는 난청 학생에게는 반드시 수화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청각
장애인 공동체의 언어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 교육차별금지협약에 주목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장애인권리협약 30(4)조
에 따라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 및 청각장애인 문화를 포함하여 구
체적 문화와 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당사국에게 상
기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난청 학습자들은 반드시 양질의 언어 치료 서비스, 청
각 감응 기술, 자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시각, 청각, 혹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은 반드시 정규 학교 안팎에서
개인적ꞏ학술적ꞏ사회적 개발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ꞏ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포용적 환경
의 조성을 위해서는 당사국이 자원, 보조 기술, 방향 설정과 이동 기술 등을 통하
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d) 의사소통 손상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법을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수화, 음성 출력이 가능한 태블릿
등 기초 또는 고급 기술의 의사소통 보조 장치, 음성 출력 소통 장치나 의사소통
첩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국은 학습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기술과 대체
의사소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자 전문성ꞏ기술ꞏ서비스의 개발에 투자하
여야 한다.
(e)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은 2인이 짝을 이룬 활동, 또래 지도, 교사
와 가까이 앉기,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의 조성 등 교실 구조 개조를 통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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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지적 손상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는 독립적 생활 및 직업 활동에 대비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을 목표로 하여 안전하고 조용하며 구조화된 학습 환경에서 구
체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시각적이고 읽기 쉬운 교육ꞏ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
다. 당사국은 대체 지도 전략과 평가 방법이 사용되는 포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실 조성에 투자하여야 한다.
36. 24(4)조의 실현을 위해서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근무하고 수
화나 점자 및 방향 설정과 이동 기술에 있어 자격을 갖춘 행정 직원 및 교사ꞏ보조교사
를 고용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격과 신념을 갖춘 적절한 수의 교직원을
고용하는 일은 포용적 교육의 도입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교사가 포용적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의 인권 모델을 바탕으로 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37.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교사의 고용과 지속적 교육에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 후보자에게 의학적 적격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정책적 장벽
을 제거하고 교사로서의 참여를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포함된다. 장애 교
사의 존재는 장애인이 교육계에 진입하고 학습 환경에 자신만의 전문성과 기술을 적용
하며 장벽을 무너뜨리고 중요한 역할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8. 24(5)조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일반 고등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교육에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
교육 수준에서 발생하는 태도적, 물리적, 언어적, 소통적, 재정적, 법적 및 기타 종류의
장벽은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밝히고 제거해야 한다. 장애인이 차별을
마주하지 않도록 적절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학습자를 위하
여 고등교육에서 적극적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Ⅲ. 당사국의 의무
39. 당사국은 반드시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조정 가능성이라는,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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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에 대한 권리의 핵심 요소 각각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한다. 존중의 의
무를 위해서는 특정 장애 아동을 교육에서 배제하는 법률 또는 접근성이나 적절한 편의
의 부정 등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 보호의 의무를 위해서는 부모
가 장애 여아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민간 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등 권리의 향유를 제3자가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행의 의무를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접근 가능하고 교육 체계가 자원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0. 4(2)조에 따라 당사국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자원 및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점진적 실현이란
당사국이 24조의 완전한 실현을 향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력해야 하
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12) 이는 주류 교육 체계와 특수
또는 분리 교육 체계와 같은 두 가지 교육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점
진적 실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과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분명한 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전체적 목적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예산 일부를 포용적 교육 개발에 할당하는 등 교육 예산을 재할당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떤 교육 수준에서도 장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
인 부당한 역행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13) 역행 조치는 위기 시기에 한정된 단지 일
시적 조치로 불가피하고 균형적이어야 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
를 포함해야 하고, 결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14)
41. 점진적 실현이라고 해서 즉시 적용 가능한 의무에 편견을 유발하면 안 된다. ‘경제
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당사국의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에
서 명시하였듯, 당사국은 적어도 교육권의 각 측면에 있어 필수적 최소 수준을 보장해
야 한다는 최소 핵심 의무를 가진다.15) 따라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핵심 권리를 즉시
12)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당사국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 문단 9
13) 전게서
14)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의장이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
보내는 2012년 5월 16일 자 편지
15)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호

78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이행해야 한다.
(a) 교육의 모든 측면에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모든 차별의 근거를 아우르는 비차
별: 당사국은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장애인
의 효과적 참여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불리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당사
국은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법적, 행정적, 기타 형태
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집단에 불평등
하거나 분리된 기준을 영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
는 것는 교육에 있어 비차별 권리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편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c) 모두를 위한 무료 의무교육: 당사국은 포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장애 아동ꞏ청년
의 무료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적어도 9년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최소 12년의 포용적이
고 평등한 양질의 초ꞏ중등 공교육에 대한 접근과 수료를 보장하고, ‘교육 2030 행
동 프레임워크’(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
한 양식을 통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
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42. 당사국은 반드시 포용 및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 있어 모
든 학습자에 대한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24(1)조에 제시된 교육 목표는 당사국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따라서 유사한 시급함
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3.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과 ‘교육 2030 행동 프레임워
크’와 같은 선상에서 모든 양자ꞏ다자 간 협력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증진
시키고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촉진하는 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역
량 구축 지원, 정보 공유 및 모범 관행 교환, 연구, 기술적ꞏ경제적 지원, 접근 가능한 기
술과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 및 교육에 쓰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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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원은 손상의 유형별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을 이
행하고 증거를 구축하기 위한, 포용적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메커니즘은 더 나은 정책
논의와 모니터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44. 당사국은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교육은 다른 권
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실현에 필수적이다.16) 역으로 포용적 교육의 권리는 다른 특정
권리들이 이행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포용적 교육의 권리는 사회 전체에
걸친 포용적 환경의 조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의 인권 모
델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 모델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 및 아래 제시된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45. 5조는 모든 사람을 법 앞에, 그리고 법 아래에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모든 근거를 바탕
으로 한 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해결하고 ‘법의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주류 교육으로의 진입
을 막는 건축적, 소통적 및 기타 형태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6. 6조는 장애 여성ꞏ여아가 다중차별에 노출되며 이들이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교차차별과 배제는 장애
여성ꞏ여아의 권리 실현에 상당한 장벽이 된다. 당사국은 반드시 젠더를 바탕으로 한 폭
력 및 여성과 여아의 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를 비롯하여 이러한 장벽을 밝히고 제
거해야 하며, 교육의 권리가 젠더 및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ꞏ낙인ꞏ편견에 의해 방해되
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포함된 유해한 젠더ꞏ장
애 고정관념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교육은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사회적 틀을 영
속화하는 전통적 젠더 인식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당사국은 반
드시 장애 여성ꞏ여아가 자신의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의 도구인 교육과 재활 서비스에 접
16) 전게서, 초등교육을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일반논평 11호(1999) 및 일반논평 13호
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아/여성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초안의 개념 노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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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고 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7. 7조에 따르면, 장애 아동과 관련한 모든 행동에 있어 아동의 최대 이익이 1차적 고
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대 이익이라는 개념은 아동의 모든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
인 향유 및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8) 장애 아동의 최대
이익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자신의 관점과 개인적 정체성, 가족의 보존, 아동을 위한 보
육ꞏ보호ꞏ안전, 특별한 취약성, 아동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
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대 이익이 교육 정책과 규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3)조는 나아가 장애 아동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
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아동의 관점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다른 아동과 동등한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장애 아동에게 각자의 장애
와 연령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위원회를 통해, 교실 교수법
내에서 아동 자신의 학습과 개인별 교육 계획에 있어, 학교 정책과 체계의 개발에 있어,
보다 폭넓은 교육 정책의 개발에 있어 아동이 자신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는 장애 아동
에게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19)
48. 8조는 특히 장애 여성ꞏ여아,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관행들을 지적하며, 장애인과 관련한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
에 대응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은 교
육 체계에 대한 접근과 교육 체계 내의 효과적 학습 모두를 방해하는 장벽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가 가진 장애의 본질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장
애 자녀를 포용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관행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다양성과 지
역사회 생활에의 참여ꞏ관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용적 교육이 장애 여부를 불문한 모
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행정 직원 및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양질의 교육
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교육 체계의
전 수준에 있어 학부모와 대중 사이에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전파하
기 위한 메커니즘을 이행해야 한다. 모든 인식 제고 활동에는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18)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최대 이익이 우선 고려될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14호(2013)
19) 전게서, 아동이 경청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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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9조와 24조는 서로 긴밀히 관련된 조항이다. 접근성은 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하
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장애인은 학교 및 기타 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접근 가능한 건축환경,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ꞏ서비스ꞏ정보통신기술이 없다면 포용적 교
육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 방식ꞏ수단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교육은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학생이 학습하는 전체 환경
은 반드시 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포용적 교육은 접근성과 유니버
설 디자인의 촉진에 있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된다.
50. 위원회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14)에 주목할 것을 당
사국에 요청하며, 포용적 교육이 장애 학생, 특히 정신사회적 또는 지적 손상을 가진 학
생에게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장애 학생이 원하는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교육의 전 수준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교육을 통해 장애 학습자들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1. 장애인, 특히 장애 여아ꞏ여성은, 교내 및 등교 과정에서 통제나 격리 또는 타인에
의한 괴롭힘 등처럼, 교육 관계자에 의한 신체적ꞏ모욕적 체벌을 포함하여 폭력과 학대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불균형하게 많을 수 있다. 16(2)조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
국은 성폭력을 포함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ꞏ폭력ꞏ학대에 있어 예방과 보호
를 제공하고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는 연령, 젠더, 장
애에 민감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체
벌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아동권리위원회,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적ꞏ
사회적ꞏꞏ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20) 위원회는 학교 및 다
양한 교육 기관들이 학생, 특히 아동의 삶에 있어 갈수록 중대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
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괴롭힘과 징계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접근 가능한
보호 메커니즘 등의 정책 개발에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한다.
20) 전게서, 체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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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포용적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권리와 지역사회 내 포
용과 참여를 향유할 권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19조). 또한 장애인이 동등하게 가족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 대체 돌봄을 누
릴 평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23조). 위탁 시설이나 보육원에 거주하는 등
당사국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는 반드시 포용적 교육의 권리뿐만 아니라 포용적 교육
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당사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너무
나 많은 장애인이 교육을 포함하여, 특히 가족생활, 단체생활, 연대의 자유, 폭력으로부
터의 보호, 사법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장기적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에 포용적 교육을 도입하는 일은 반드
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관행을 끝내겠다는 전략적 결심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아래 문단 66 참고).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누리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그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힘ꞏ기술ꞏ역량을 형성하는 데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의 행사
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53. 포용적 교육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0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교육 기관에의 접근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이
동 기술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들이 이동 보조 기술ꞏ장치를 저
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4.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25조)는
교육의 혜택을 온전히 받는 데 필수적이다. 의료 서비스나 적절한 치료와 간호에 접근
할 수 없다면 교육 환경에 출석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저해
될 것이다. 당사국은 젠더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에 통합된 보건ꞏ위생ꞏ영양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모든 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간
호사의 정기적 방문과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수립해야 한
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과학적 근거와 인권 표준에 기초하여 연령에 적합
하고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성교육을, 장애 특성에 맞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
아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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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당사국은 교육 체계 내에서 가활(habilitation) 및 재활(rehabilitation)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26조).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직업적ꞏ신체적ꞏ사
회적 상담 및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
작되어야 하고, 학생의 강점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최대의 독립성ꞏ
자율성, 존엄성의 존중, 완전한 신체적ꞏ정신적ꞏ사회적ꞏ직업적 능력 및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포용과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기 발견을 다루고 동료 지원을 장
려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6. 양질의 포용적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열린 노동 시장과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열
린 근로 환경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ꞏ기술ꞏ자신감을 획득하여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27조).
57.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있어서의 완전한 참여도 포용적 교육 권리의 실현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시민권 주제뿐만 아니라 정치적ꞏ사회
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기옹호ꞏ자기표현을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
다. 공적인 일에는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단체의 조직과 참여가 포함되며, 당사국은 장
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소통 형태와 언어를 통하여 그러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 그에
가입하며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9조).
58.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학교 체계 내의 놀이, 여가, 체육 활동 및
기타 교육 환경 등에서의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할 뿐만 아니
라 포용적 기회의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30조).21) 장애인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생활에 접근하고 자신의 창
의적ꞏ예술적ꞏ지적 잠재력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이 수어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ꞏ언어적 정체
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1) 전게서,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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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24조의 이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모
든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교육 체계를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국가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60. 모든 수준에 있어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 관련
부처의 책임이고, 이 부처 내부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류 법률, 정책, 교
육 계획ꞏ자원에서의 배제, 저조한 장애인 1인당 교육 투자액, 포용적 교육을 지원하는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구조의 부재, 등록ꞏ유급ꞏ성취에 관한 통합 데이터의 부재, 포용적
교사 교육의 실패로 이어졌다.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학습자의 교육을 교육부의 권한에
두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61. 당사국은 정부 전체에 걸쳐 포용적 교육을 위한 부처 간 포괄적 협력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해야 한다. 포용적 교육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협약의 실체적 관
련 조항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 부처ꞏ위원회는 공유된 의제를 목표로 접근법을
통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율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의 책임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대표 단체, 언론, 시민 단체, 지역 당국, 학생 단체ꞏ연합,
대학교, 교육대학과의 파트너십 또한 촉진되어야 한다.
62. 당사국은 모든 수준에서 장애의 인권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협약 24조를 준수하는
법률을 이행 또는 도입해야 한다. 또한 4(5)조에 따라 연방 국가는 제한이나 예외 없이
국가 전 지역에서 24조를 이행해야 한다.
63. 분명하고 적절한 이행 일정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포함하여, 포용적 교육을 위한
포괄적 법률ꞏ정책 틀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틀은 모든 학습자를 위하여 전 교육
기관에서의 유연성ꞏ다양성ꞏ평등의 문제를 다뤄야 하며,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있어 책임
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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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
(b) 포용의 분명한 정의 및 포용이 전 교육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
포용의 원칙과 관행은 단순한 추가 프로그램이 아닌, 개혁의 필수 요소로 여겨져
야 한다.
(c) 법률적 틀의 핵심 요소로서 포용적 교육의 실질적 권리. 예를 들어, 특정 학생들
을 “교육이 불가”한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d) 일반 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에게 포용적 학습 기회의 보장
및 모든 수준에서 개인 학습자를 위한 필수 지원 서비스에 접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의 보장
(e) 접근성 표준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른 모든 신규 학교에 대한 설계ꞏ건축
요건 및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에 따른 기존 학교의 개보수 일정. 이 요소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 조달의 활용이 장려된다.
(f) 포용적 교육을 위한 포괄적 품질 기준 및 장애포용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이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고 정책 및 프로그
램이 필요한 투자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g) 정책 이행과 필요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 가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h) 자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보다는 인권 기준에 기반하여 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적
절한 편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 및 적절한 편의제공 실패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에 대한 인정
(i) 포용적 교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률에서 포용이 구체적 목적임
을 명확하게 명시
(j) 포용적 학습 환경 내에서 장애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기 발견, 사정, 지원을
위한 일관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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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가장 적합한 언어, 접근 가능한 소통 형식ꞏ방식ꞏ수단 등을 통한 포용적 환경과 교
실 내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를 위하여 계획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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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학교 위원회, 운영 기구, 지방ꞏ중앙 정부, 교육 관련 결정에 불복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의견이 수용되며 적절하게 고려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률
(m)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 각종 기관, 개발기구, 비정부기구, 부모나 양
육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협력 조성
64. 법률은 교육 부문 계획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포용적 교육 시스템의 상세한 이행 과정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은 지속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일정 및 측정 가능한 목표
를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 부문 계획은 발전의 기준선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용적 교육
에 속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의 예산
할당, 데이터 수집 방법의 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장애 아동의 수, 과제와 장벽, 기존
법률과 정책, 장애인ꞏ가족ꞏ당사국의 주요 우려 사항 등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된다.
65. 당사국은 교육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며 안전하고 집행 가능한 이의제기 절차와 법적 구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 관련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법 체
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 대표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의 권리
및 그 권리의 부정 또는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널리 배포하
고 공표해야 한다.
66. 포용적 교육은 시설화와 양립할 수 없다.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
한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해진 전환 일정을 갖
춘 체계화된 전환 과정, 지역사회 기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의 도입, 예산의
재배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틀의 도입, 가족을 위한 지원
제공,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대표 단체 및 부모나 양육자와의 협력과 협의를 다뤄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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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탈시설화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설 환경에 수용된 개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포용적 학술 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즉각적 효과를 보이는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67. 유아기 개입은 장애 아동이 교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등록과 출석을 촉진하므로 장애 아동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모두 아
동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특히 그에 포함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에 따라, 당사국은 양질의 유아 발달 교육, 보육,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과 함께 장애 유아의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지원과 교육의 제공을 보
장하여야 한다. 조기 발견과 지원을 통해 장애 유아는 훨씬 순조롭게 포용적인 취학 전
교육과 초등 교육 환경으로 진학할 수 있다. 당사국은 모든 관계 부처, 당국, 기관, 그리
고 장애인 단체와 비정부 파트너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68. 31조에 따라 당사국은 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ꞏ계획ꞏ프로그램을 수
립하기 위하여 흩어진 데이터를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 당사국은 다양한 손상의 출현율
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영속성과 발전, 적절한 편의의 제공, 관련 성과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한 양질의 연구ꞏ데
이터의 부족을 해결할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인구조사, 연구조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를 포함한 행정 데이터는, 아직 시
설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이 양질의 포용적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교
육을 계속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양질의 교육을 통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장
벽에 관한 흩어진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부모가 장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
기를 거부하거나, 출생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시설 내에 있어 존재가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이 표준적인 양적ꞏ질적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에서 배제되는 문제
를 해결할 전략도 채택되어야 한다.
69. 당사국은 점진적 실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포용적 교육의 이행을 위한 교육 부문
계획과 부문 간 계획의 개발에 충분한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당사
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체계와 재정 메커니즘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공공 조달 절차 및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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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예산 할당은 특히 기한 설정을 통
한 기존 교육 체계의 접근성의 보장, 포용적 교사 교육에 대한 투자, 적절한 편의의 이
용성의 제고, 접근 가능한 등ꞏ하교 교통수단의 제공,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교과서의 이
용성의 제고, 보조 기술과 수화의 제공, 편견과 차별, 특히 교육 환경에서의 괴롭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제고의 이행을 우선시해야 한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분리된 환경에서의 자원 사용 대신 포용적 환경에서의 자원 사
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과 인센티브를 할당하는 재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재정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결정할 때에는 기존의 교육 환경 및 영향을
받는 잠재적 장애인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 수준 고려해야 한다.
71. 포용적 교육 환경에서 일할 때 필요한 핵심 역량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학
전, 초등, 중등, 고등, 직업 교육 수준에서의 모든 교사에게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포
용적 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절차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능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전과 업무 중 훈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모든 교
사에게는 반드시 포용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울 교육 과정 그리고 포용
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문제 해결의 기술과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실용적 경험 학
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 교육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인간의 다양성, 성장과 발
달, 장애의 인권 모델, 교사가 학생의 기능적 역량(강점, 능력, 학습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육법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다룸으로써, 포용적 교육 환경에
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 교육은 점자, 큰 활자,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쉬운 글 버전, 평이한 언어, 수화와 농문화, 교육적 기술, 장애인 보조 자료 등 적절한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ꞏ수단ꞏ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의 학습을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
어 교사는 특히 개인별 지도의 제공, 학생별로 다른 학습 스타일과 능력에 따른, 동일
내용의 다양한 교육법, 구체적인 학습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교육 계획의
개발과 활용, 학생의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법의 도입 등에 있어 실용적 지침
과 지원이 필요하다.
72. 포용적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교육 기관에 있어 교사를 위한 지원 체계와
자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에는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팀티칭,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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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그룹, 학생 공동 평가 절차, 동료 지원, 교환 방문 등과 같은 협력 방안을 통해
인근 대학을 포함한 주변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도 포함될 수 있다. 장애 학생의 부모
나 양육자는 적합한 경우 개인별 교육 계획을 포함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학생 개인의 지원 제공에 있어 교사에게 지원과 조
언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 체계 입문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동료 멘토링, 업무 제휴, 문제 공동 해결 등 다양한 형태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대표 단체, 장애인 학습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 교
사를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들의 참여는 교실에 새로운 자
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형성하여 장벽을 허물며 교사가 장애 학생의 강점
과 요구 사항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73. 모든 수준의 당국은 포용적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ꞏ정책ꞏ프로그램을 이행할 역량ꞏ헌
신성ꞏ자원을 가져야 한다. 당사국은 훈련 과정의 개발과 이행을 통하여 모든 관련 당국
에 법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알리고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이해를 고취하여야 한다. 포
용적 교육 정책과 실천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ꞏ지식ꞏ사고력에는 포용적 교육의 권리와
그 목표에 관한 개념의 이해, 관련 국제ꞏ국가 법률과 정책에 관한 지식, 지역별 포용적
교육 계획의 개발, 협력과 파트너십, 지역 교육 기관의 지원ꞏ지도ꞏ감독, 모니터링과 평
가가 포함된다.
74. 양질의 포용적 교육에는 장애 학생이 겪는 장벽을 고려하여 학생의 발전을 평가하
고 관찰할 방법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교의 평가 지표로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 점수만
을 사용했던 기존의 평가 체계는 장애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폭넓은 목표를
향한 개인별 발전이 강조되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법ꞏ지원ꞏ편의가 있으면 모든 교육과
정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포용적
학생 평가 체계는 개인별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
75. 33조를 준수하여 포용적 교육 시스템의 수립을 통한 교육권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
고자, 당사국은 반드시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에 따라 구조ꞏ과정ꞏ성과 지표 및
각 지표의 구체적 기준과 목표치를 갖춘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22) 지표의 결
2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 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지침’(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and Genev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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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데이터ꞏ통계의 수집 과정 모두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을 참여시켜
야 한다. 구조 지표는 포용적 교육의 장벽을 평가해야 하며, 손상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환경의 접근 가능성의 개선, 교육과정
조정, 교사 교육 등을 포함하는 과정 지표를 통해서는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포
용적 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 중 최종 공식 인증이나 학위를 획득한 비율, 혹은 중등
교육으로 진학한 장애 학생의 비율 등에 해당하는 성과 지표 또한 설정되어야 한다. 또
한 당사국은 UNESCO가 권고하는, 권리 존중, 평등, 관련성, 적절성, 효율성ꞏ효과성과
같은 5개 기준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할당제나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도 고려될 수 있다.
76. 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민간 부문 교육이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포
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가 당국의 공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해당함을 반드시 인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영리 부문 등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채택
해야 한다. 교육의 권리에 있어 그러한 조치는 포용적 교육의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의
무를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이 장애인의 효과적인 권리 향유와 행사에 미치
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채택, 법률과 규정, 모니터링, 감독, 집행을 포함해야
한다. 민간 교육 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 기관은 통합 접근성 또는 적절한 편
의에 대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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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2017)

Ⅰ. 서론
1.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
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
립, 분리로 이어졌다.
2.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
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모든 생명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핵심적 인권 원칙을 근거
로 하고 있다.
3. 19조는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이며 소유자임을 강조한다. 협약의 일반 원칙(3조), 특
히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ꞏ자율성ꞏ독립성(3(a)조)과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포용
(3(c)조)의 존중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기반이 된다. 협약에
포함된 기타 원칙 또한 19조의 해석과 적용에 필수적이다.
4. ‘지역사회 내의 자립적 생활과 포용적 삶’은 역사적으로, 활동보조와 같은 역량강화
형태의 지원을 개발함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통제 권한을 요구하면
서부터, 또 지역사회의 시설이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5. 협약 서문에서 당사국은 많은 장애인이 빈곤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빈곤의 영
향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의 의존성을 지속화하고,
또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영속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비
용은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배제는 편견ꞏ분리ꞏ차별을 발생시키며, 이는 장애인 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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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환을 강화하는 부정적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폭력ꞏ착취ꞏ학대를 유발한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에 대한 권리(19조)의 촉진 등을 통한 사회적 포용 정책 및 구체적 활동 계
획은 권리의 향유,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의 감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비용-효과적인
장치이다.
6. 본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19조를 이행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도와주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일반논평은 모든 개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
용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주로 다루지만, 협약의 다른 조항
과도 관계가 있다. 19조는 협약에서 가장 폭넓고 가장 교차적인 조항이며, 협약의 완전
한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7. 19조는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와 더불어 시민적ꞏ정치적 권리 또한 수반하며, 모
든 인권의 상호관련성ꞏ상호의존성ꞏ불가분성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모든 규범에 담긴 경제적ꞏ시민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
리가 이행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국제인권법은 즉시 발효되는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1) 시민적ꞏ정치적 권리 또는 사회적ꞏ경제적ꞏ문화적 권
리가 위중한 상황일지라도,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기도 하다.
8. 19조는 인간 생활에 대한 문화적 접근법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그 내용은 특정 문화
적 규범과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인간 생활이 가지는 기본적 개념이며, 장애라는 맥락에도 적용된다. 이는 최
고 수준의 자기결정과 사회 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다양한 경제적ꞏ사회적ꞏ문
화적ꞏ정치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임신 여부와 모성, 사회ꞏ가족ꞏ보호자의 상황,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ꞏ민족ꞏ부족ꞏ사회,
이민자ꞏ망명신청자ꞏ난민의 지위, 국가적 소수자, 경제적 또는 재산 상태, 건강 상태, 유
전이나 기타 질병 소인, 출생과 연령 또는 기타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
1)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당사국의
의무 3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 문단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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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9. 19조에 포함된 권리는 국제인권법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29(1)조를 통해 개인의 발전과 지역사회 일부라는 사
회적 측면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혼자서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
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9조는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뿐 아니라 시민적ꞏ정치적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2조의 이동의 자유와 거주
지 선택의 자유,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1조의 적절한 의복ꞏ식량ꞏ주거를 포함한 적절
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기초적 소통의 권리는 모두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자신
의 선호ꞏ선택ꞏ결정을 이해하고 이해받을 능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2)
10.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강조하며,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을 규탄한다
(1조). 이 협약은 법적 능력 및 법적 능력 행사의 기회를 포함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남녀 간의 평등을 재확인한다(15(2)조). 또한 이 협약은 개인의 이동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11.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9(1)조는 당사국에 “사법심사
를 받는 관할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아동의 최대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
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18(2)조에 보장된 바에 따라 “부모
와 법적 보호자에게 아동 양육의 책임 수행에 대한 적합한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더
불어 20(1)조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족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또는 본인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가족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

2) 세계인권선언, 22조;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동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27호
(1997), 문단 1;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적절한 거주에 관한 일반논평 4호(1991), 문단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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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조는 “당사국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아동에 대한 대체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바탕으로 대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다.
12. 23(1)조는 나아가, 자기의존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모든 장애 아동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권
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다수의 장애 아동이 시설에 수용되
어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당사국에 탈시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 아
동이 가족, 친척, 위탁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3)
13. 평등과 비차별은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이며, 모든 주요 인권 제도에 포함되어 있
다.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장애인에 관한 일반논평 5호에서 “사회적 장
벽을 통한 분리와 고립”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이 논평은 또한 11조와 관련하
여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식량, 접근 가능한 주거, 기타 물질적 요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지원서비스와 보조 기기ꞏ기술의 이용 가
능성 또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4. 19조와 본 일반논평의 내용은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엔 회
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즉
‘해비타트 Ⅲ’(Habitat III) 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을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
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정의로우며 안전
하고 건강하며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를 도모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와 거주지를 만
든다는 목적을 주장하고 있다. 협약 19조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세부목
표 10.2번, 즉 모두를 위한 사회적ꞏ경제적ꞏ정치적 포용의 확대 및 세부목표 11.1번, 즉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 및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보
장이 특히 중요하다.

3) 아동권리위원회,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9호(2006), 문단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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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지난 10
년간 19조의 이행 진전 상황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19조의 목표ꞏ정신과 이행
범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아직 남은 장벽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a) 공식적 법률과 관행, 또는 사실상의 법률과 관행을 통한, 주거 형태 관련 대리 의
사결정에 의한, 법적 능력의 부정
(b)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 제도의 부적절함
(c) 활동보조와 개인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틀과 예산 할당의 부적절함
(d)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모든 형태의 강제 치료를 포함한, 물리적ꞏ규제적 시설화
(e) 탈시설화 전략과 계획의 미비 및 시설 환경에 대한 지속적 투자
(f)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포용되는 것과 이용 가능한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부
정적 태도, 편견, 고정관념
(g)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오해
(h) 교통수단, 의료 서비스, 학교, 공공장소, 주거, 극장, 영화관, 상품ꞏ서비스, 공공건
물 등 이용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며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조정 가능한
서비스ꞏ시설의 부족
(i) 장애인 대표 단체의 참여를 포함하여 19조의 적절한 이행의 보장을 위한 충분한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j) 일반 예산 할당에 있어 장애 주류화의 불충분함
(k) 당사국 내 지방정부 간 격차 및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기회의 불균
형으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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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조의 규범적 내용
A. 정의
16. 본 일반논평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5호

(a) 자립적 생활: 자립적 생활이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 선택과
통제를 수행하고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
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교통, 정보, 통신, 활동보조, 거주지,
하루 일과, 습관, 적절한 고용, 사적 관계, 의복, 영양, 위생 및 보건, 종교 활동,
문화 활동, 성ꞏ생식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자립적 생활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내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실내에 있을 것인지 외출할 것인지, 식탁 위에 식탁보와 초를 둘 것인지, 반려동
물을 둘 것인지, 음악을 들을 것인지 등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발전시
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과 결정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한다.
자립적 생활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며, 꼭 홀로 사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립적 생활을 스스로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자립적 생활이란 협약 3(a)조에 포함된
천부적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에 관련된 선택과 통제의 자유로 간
주되어야 한다.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형태로서의 자립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
신의 생활 형태와 일상 활동에 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음을 의미
한다.
(b) 지역사회에의 포용: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협약 내용 중에서도 특히 3(c)조에
포함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포용ꞏ참여의 원칙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충분한
사회적 생활의 영위와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서비스에 대한 접
근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더불어 장애인이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 완전
히 포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 이들
서비스는 특히 주거, 교통, 소비, 교육, 고용, 오락 활동 및 사회 매체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타 시설ꞏ서비스와 관계될 수 있다. 이 권리는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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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회, 체육 행사, 문화 행사, 종교 행사 및 장애인이 참가하고자 하는 기타 활동
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모든 정치적ꞏ문화적 생활에 수반되는 조치와 행사에의
접근을 포함한다.
(c) 자립적 주거 형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은 둘 모두 모든 유형의 거주
시설의 외부 생활환경을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특정 건물이나 환경에서의 거주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
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
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시설화된 환경은
그 규모ꞏ이름ꞏ형태가 제각각 다르지만, 타인과 활동보조 제공자를 의무적으로 공
유해야 하고, 보조 제공자를 선택할 힘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 고립 및 분리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
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부장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본질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시설
환경도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과 통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
택은 삶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며 시설의 분리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 폐쇄 이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크고
작은 아동 그룹홈이 특히 위험하다. 가족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같은” 시설도 결국은 시설이며, 가족의
보살핌은 대체하지 못한다.
(d) 활동보조: 활동보조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또는 이용자 주도적
인적 지원서비스를 의미하고, 자립적 생활을 위한 수단이다. 활동보조 방식은 다
양할 수 있지만, 다른 지원 방식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존재한다.
(ⅰ) 활동보조를 위해서는 개인별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재정공급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 과정에서는 적절한 고용에 관한 인권 표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원
은 필요한 모든 지원에 대해 지불할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할당되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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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제하여야 한다. 재원의 크기는 개인별 욕구 평가와 개인별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개인 부담금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ⅱ)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이 통제한다. 즉, 장애인은 다양한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를 계약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은 자신
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침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ⅲ) 활동보조는 일대일 관계이다. 활동보조인은 반드시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를
받는 사람에 의하여 채용ꞏ훈련ꞏ감독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 서
비스 급여를 받는 사람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공유’될 수 없다.
활동보조인의 공유는 자기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할 수 있다.
(ⅳ)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기 관리.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상
황과 선호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인적 통제의 정도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계약을 통해 외부에 위탁했다 해도 장애
인은 항상 지원에 관련한 결정의 중심에 있다. 모든 질문은 장애인 본인에게
문의해야 하며, 장애인의 선호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에 대한
통제는 지원 의사결정을 통하여도 수행될 수 있다.
17. 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가 19조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립적’, ‘지역사회 생활’, ‘활동보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잘못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특징 중에서도 특히 특정 서비스
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연결하는 의무적 ‘패키지 솔루션’은 두 명 이상의 동
거를 요구하거나 특수한 주거 형태 내에서만 제공된다. 이는 19조의 내용에 맞지 않는
다. 장애인이 완전한 자기결정과 자기통제를 갖지 못하는 활동보조는 19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비형식적 소통 수단(즉, 표정, 자세, 발성 등 비표현적 소통 수
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해 복잡한 의사소통 요건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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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ꞏ결정ꞏ선택ꞏ선호를 발전시키거나 전달하고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B. 19조, 두문
18. 19조는 비차별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동등한 권리의 인
정을 재확인한다. 다른 사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지역
사회 내 완전한 포용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19조는 그 제목에 분명히 드러나 있듯이 두 가지 개념, 즉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와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다룬다.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개인적 차원에 속하며 접
근과 기회를 부정당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이 자유로울 권리를 말하지만, 지역사회에 포
용될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 속하며 포용적 환경을 개발할 적극적 권리를 말한다. 19조
에 담긴 권리는 두 개념 모두를 수반한다.
20. 19조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가리킨다. 법적 능력의 완전한 박탈 및
어느 ‘정도’의 부분적 박탈 또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수준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21. 어떤 장애인이 많은 양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
히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장애인이 거주시설 밖에서 생활이 “불
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 당사국은 시설 수용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장애인, 특히 복잡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시설 환경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지적 능력, 자기 관리기능, 지원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9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22. 모든 장애인은 원하는 문화 내에서의 활동과 소속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
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같은 수준의 선택과 통제를 가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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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적 생활은 “미리 결정된” 생활 방식의 증진과는 양립할 수 없다. 장애 청년들은
장애 노인을 위해 설계된 환경에서 살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23. 모든 젠더의 장애인은 19조에 따른 권리의 소유자이며 동등한 보호를 누릴 수 있
다. 여성의 충분한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장애인 또한 19조에 따른 동등한 보
호 및 개인적 관계에 대한 존중을 누려야 한다. 나아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
에 포용될 권리는 이민자, 망명 신청자, 난민을 비롯해 일체의 연령대, 인종 집단, 지정
카스트, 언어적ꞏ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C. 19(a)조
24.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은 거주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및 일상생활, 개인의 생활 방식과 양식 등, 일상 및 장기간,
사적 및 공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한다.
25. 장애인이 선택지 부족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의 비공식적 지원만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시설 바깥에서는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주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룹홈
또는 거주시설 등 특정 주거 형태에서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6. 나아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선택 범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서, 또는 후
견인 제도 및 유사한 법적 규범으로 인한 법적 한계가 있어서, 혹은 장애인의 법적 능
력을 허용하지 않도록 결정되어서, 개인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식적
법률이 없더라도 가족, 후견인, 지역 당국 등 다른 사람이 대리 의사결정자로서 개인의
선택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때도 있다.
27. 법인격과 법적 작용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된
다. 따라서 19조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14)에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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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약 12조의 법인격과 법적 능력의 인정과 수행에 관련된다. 나아가 19조는 14조 및
각 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구금의 전면적 금지와도 관련된다.4)

D. 19(b)조
28.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는 일종의 의학적ꞏ사회적ꞏ자선적 서비스가 아닌 권리로서 간주
되어야 한다. 많은 장애인에게 폭넓은 개인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장애인은 자신의 요구 사항과 선호에 따라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별 지원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
록 유연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개인의 요구 사
항과 선호에 따른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을
밝힐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가들의 수가 충분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29. 19(b)조는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인별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이들 서비스는 가정 내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용ꞏ교육ꞏ정치ꞏ문화 참여, 부모 역
할 및 친인척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 정치 생활과 문화 생활의 참여, 개인이 흥
미를 보이는 여가와 활동, 여행과 오락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30. 당사국의 문화적ꞏ경제적ꞏ지리적 특징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의 이름ꞏ유형ꞏ종류는 다
양할 수 있지만, 모든 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생활을 지원하여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이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완전한 포용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
인의 자율성을 분리 및 제한하는, 시설 형태의 지원서비스는 모두 19(b)조에 따라 허용
되지 않는다.
31. 모든 지원서비스가 그 규범의 전반적 목적, 즉 자기 선택에 의한 완전하고 개별화
되며 효과적인 포용ꞏ참여와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제공되어야 한다
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지침(A/72/5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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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9(c)조
32. 이 항목에서 언급하는 서비스와 시설은 장애 특정적이지 않은, 지역사회 내 일반
대중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주거, 공공 도서관, 병원, 학교, 교통수단,
상점, 시장, 박물관,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 외 유사 시설ꞏ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
며, 수용 가능하고, 조정 가능해야 한다.
33. 지역사회 시설ꞏ상품ꞏ서비스의 접근 가능성과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고용ꞏ교육ꞏ의
료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포용과 참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다양한 탈시설화 프로그램은 규모를 막론하고 여러 시설의 폐쇄 및 시설 거주민의 지역
사회 내 재배치로 이어졌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개혁에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포괄적 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의 전반적 접근 가능성의 향상을 위해 설계된 구조 개혁은 장애 특정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34. 19조는 물적 범위 측면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개별 서비스, 지역사회 시설ꞏ서
비스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다. 주거에 대한 접근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선택권을 가짐을 의미한다. 주거가 특별 설계된 지역 내에서만 제공되거
나 장애인들이 같은 건물, 같은 단지, 같은 동네에서만 살게 되어 있다면 19조는 적절
히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혼자 거주하든 가족과 함께 거주하든, 장애인에게 살 곳을 제
공해 주는 접근 가능한 주거는 장애인이 선택의 권리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모든 곳에서 그 수가 충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벽 없는 새로운 주거지
건축 및 기존 건물의 무장벽 개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에게 주거는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저렴해야 한다.
35. 지원서비스는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
전한 물리적ꞏ지리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을 고려하
여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저렴해야 한다. 지원서비스는 적정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고,
젠더ꞏ연령ꞏ문화에 민감해야 하는 등 수용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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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인의 선택과 자기통제를 허용하지 않는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자
립적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일명 결합 ‘패키
지’)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도 경제적으로 반박 가능할뿐더러, 비용 효율성이라
는 측면은 당면한 인권이라는 핵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장애인은 활동보조와 활동보조
인의 공유를 허용하는 규칙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완전
하고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의 가능성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가 갖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37. 동등한 지원서비스의 권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시설ꞏ서비스와 관련한 절차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와 상응한다. 또한 지원서비스가 개별
요구 사항에 잘 대응하고, 젠더와 연령에 민감하며, 장애인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내 참
여를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 준다. 아동의 경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
내에 포용될 권리의 핵심은 가족 내에서 자랄 권리를 수반한다.

F.

핵심 요소

38.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의 권리의 수행을 가능하
게 하기에 충분한 표준화된 최소 기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조의 핵심 요소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당사국은 19조의 핵심 요소가 항상, 특히 재정적 또는 경제
적 위기 시에도 존중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에 따라 손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의 권리를 보장한다.
(b) 소득과 접근 가능성의 요소 모두를 포함하여 주거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을
보장하며, 신규 또는 개조 건물의 접근 가능성을 위한 의무 건축 규제의 채택 시
비차별을 보장한다.
(c)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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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활을 위한 공식적 지원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d) 장애인의 소셜 미디어 참여를 포함하여 사회적 평등의 달성을 위해 기본적 주류
서비스의 접근성 요건에 관한 법률ꞏ계획ꞏ지침을 개발ꞏ이행ꞏ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항을 제재하며 정보통신기술이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고
또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기본적이고 개별화되며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권리에 기반한, 장애 특정적인 지
원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 행동 계획
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한다.
(f) 퇴행적 조치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화되거나 또는 국제법에 따른 경우가 아
니면, 19조의 내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퇴행이 없도록 보장한다.
(g) 여전히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장애인에 관한 양적ꞏ질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h)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적 생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역내 기금과 개
발 협력 기금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한다.

Ⅲ. 당사국의 의무
39. 당사국의 의무는 인권의 본질, 즉 절대적이며 즉시 적용 가능한 권리(시민적ꞏ정치
적 권리) 또는 점진적으로 적용 가능한 권리(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의 본질을 반드
시 반영하여야 한다. 19(a)조, 즉 거주지를 선택하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거주
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시민적ꞏ정치적 권리이므로 즉시 적용 가능하다. 19(b)조, 개
인별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이다. 19(c)조, 서비스 시
설에 접근할 권리는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영화관, 공원,
극장, 체육 시설 등 여러 주류 서비스가 사회적ꞏ문화적 목적을 위해 기능하므로 경제적ꞏ
사회적ꞏ문화적 권리이다. 점진적 실현은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규 또는 기존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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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행동 계획, 자원
을 설계ꞏ채택해야 한다는 즉각적 의무를 수반한다.
40. 존중의 의무에는 소극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존중의 의무가 가진 적극적 요
소는 당사국에게 19조에 포함된 그 어떤 권리도 국가 또는 민간 주체에 의하여 침해되
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1.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이용 가능
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이 조치는 즉각적으로 혹은 합당한 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6)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
로 생활할 권리의 체계적 실현에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는 모든 형태의 탈
시설화에 적용된다.
42. 당사국은 모든 시설 환경을 자립적 생활 지원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
표 단체와의 정중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일정과 자원을 갖춘 전략적 계획에
돌입해야 한다는 즉각적 의무를 가진다. 당사국이 가지는 재량의 영역은 계획적 이행에
관련한 것이지, 대체 여부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완전
한 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직접 협의하여 전환 계
획을 개발해야 한다.
43. 가령 경제적 또는 재정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19조와 관련해 퇴행적 조치를 도
입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일시적이고 불가피하며 비차별적이고 국가가
자국의 핵심 의무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7)
44. 점진적 실현의 의무에는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퇴행적 조치에
반대한다는 가정이 수반된다. 퇴행적 조치는 장애인으로부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
5)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조 및 장애인권리협약, 4(2)조 참조
6)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호, 문단 2 참조
7)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의장이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
보내는 2012년 5월 16일 자 편지,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SU
S%2f6395&Lang=en에서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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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박탈한다. 퇴행적 조치는 결과적으로 19조를 위반
한다.
45. 본 일반논평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
리의 최소 핵심 의무와 관련해 퇴행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46. 당사국은 장애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제거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즉각적 의무
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가령, 장애인이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를 확보하거나 거처를 임차하거나 독립에 필요한 일반적 주류 시설ꞏ서
비스에 접근하는 것 등을 막는 정책ꞏ법률ꞏ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적절한 편의
를 제공할 의무(5(3)조) 또한 점진적 실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존중의 의무
47. 존중의 의무를 위해 당사국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개
인적 행사를 직ꞏ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국은
직ꞏ간접적으로 거주지 또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생활할지를 고르고자 하는 장
애인의 선택지나 그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19조에 담긴 권리의 행사를 방
해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48. 존중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일반 시설ꞏ서비스와 더불어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
의 장벽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법률ꞏ정책ꞏ구조를 폐지하여야 하고, 또 제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의지에 반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기타 장애 특정적
형태의 자유 박탈 상황에 갇힌 모든 개인을 풀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 의무에는 모
든 형태의 후견을 금지하고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지원 의사결정 제도라는 대안으로 대
체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된다.
49. 19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의 존중이란 당사국이 시설입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신규 시설도 당사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

107

5호

설의 개조 또한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가 아
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
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B.

보호의 의무

50. 보호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가족 구성원과 제3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의 향유에 직ꞏ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
된다. 보호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가족 구성원,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건물주, 일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완전
하게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도입ꞏ이행해야 한다.
51. 당사국은 공공 및 민간 재원이 모든 형태의 시설의 유지ꞏ개조ꞏ건축ꞏ설립에 사용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시설입소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국
은 민간 시설이 ‘지역사회 삶’을 가장하여 설립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52. 지원은 항상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할 체계를 수립하고, 장애인이 가족 내
에 숨겨지거나 기관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장애를 기준으로 유기되거
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제3자의 폭력
상황을 파악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거주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거주자의 후견인이 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53. 보호의 의무에는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배제하는 등의 차
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일 또한 포함된다. 당사국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 자
립적 생활과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임차의 가능성을 부정당하거나 주택 시
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3자가 자립적 생활 및 지역
내 포용을 막는 실질적ꞏ절차적 장벽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위
원회의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서관, 수영장, 공원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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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상점, 우체국, 영화관 등 대중에게 개방되는 일반적 지역사회 서비스는 장애인에
게도 접근 가능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C. 실현의 의무
54. 실현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에 포함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
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 행정적, 예산적, 사법적, 체계적,
촉진적 및 기타 조치를 도모ꞏ촉진ꞏ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현의 의무는 접근 불가
한 주거, 장애 지원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지역사회 내 접근 불가한 시설ꞏ상품ꞏ서비
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
을 막는 현실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55. 당사국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내 포용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
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을 역량강화해야 한다.
56.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과 관련한 모든 측면의 입법ꞏ정책ꞏ프로그램을 이
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에 자원을 투자할
때,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다양한 장애인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들을 적극
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57. 당사국은 반드시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 및 구체적 행동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여
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접근성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포용에 관한 모
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적 개혁을 이행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
다.
58. 탈시설화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
로서 시설의 폐쇄와 시설 수용 제도의 철폐가 포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일정
이 정해진 개인별 전환 계획 및 포용적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광범위한 개인별 지원서비
스의 수립이 포함된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
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정부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태도의 적절한 변화, 예산 배정,
구조 개혁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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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장애 관련 비용을 포괄하
여야 한다. 나아가 가족을 위한 주거를 포함하여 충분한 숫자의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
능한 거주 공간을 보장하는 일은 탈시설화에 중요하다, 또한 거주 공간에 대한 접근이
장애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공간 및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 사항
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재원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0. 장애 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 접근 가능, 부담 가능, 수용 가능,
조정 가능해야 하며, 개인 또는 가구 소득과 같은 다양한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성별, 연
령,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언어ꞏ종교ꞏ성ꞏ젠더 정체성과 같은 개인별 상황에도 민감해야
한다. 장애의 인권 모델은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장애인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활동보조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는 사전 고지에 입각
한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결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타인과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61. 당사국은 지원을 위한 자격 기준에 다음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자격을 위한 평
가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평가는 손상 보다는 사회 내
의 장벽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집중하여야 한다. 평가는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고려하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평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2. 장애 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은 당사국이 협약 19조 및 28조에 따라 제공하는 여러
지원의 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지원은 장애 관련 지출 비용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 완전한 포용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지원은 또한 장애인이 마주할 수
있는 빈곤과 극심한 빈곤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당사국은 경제적 또는 재정적 위기 시
장애인의 소득을 줄이거나 상기 문단 38에 제시된 인권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긴축 정
책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63.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개별화된 접근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마주하
는 지역사회 내 포용과 관련된 구체적 활동과 실질적 장벽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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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평가는 장애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활동들에 참여하기 위한 접
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현금 급여 및 개인예산제도를 포함
한, 지원의 개별유연화를 통해 장애인이, 농촌이든 도시지역이든, 생활하며 마주하는 난
관을 고려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4. 당사국은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의 선택에 관하여 장애인이 고지
에 입각한 선택을 내릴 때 필요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점자, 수화, 촉각과 쉬운 글 형식, 보완대체의사소통 방식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5.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의사결정자, 서비스 모니터링 공무원을 포함
하여 장애 관련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거나 근무할 예정인 직원이 이론과 실천 모두에
있어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에 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19조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단체에 관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이들의 의무 수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
다. 더불어 당사국은 협약 32조에 따라 국제 협력을 보장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이행되
는 투자와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막는 장벽을 영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이행에 기여
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사태 이후에는 협약 11조의 이행 요소에 따라 장벽을
다시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6.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적
절하고 절차적인 편의 등을 통해 사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법적 원조 및 적절한
법적 자문, 구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67. 당사국은 가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 또는 친척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원
하도록 가족 보호자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지원에는 휴식지원 서
비스, 보육 서비스, 기타 양육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 또한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 없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가족 보호자에게 매우 중요하
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은 가족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 지원 서클,
기타 적절한 지원책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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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당사국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사 및 기타 형태의 분석을 수행하여 장애인이 경험
하는 물리적ꞏ소통적ꞏ환경적ꞏ인프라적ꞏ태도적 장벽 및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이행
을 위한 요구 사항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Ⅳ.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69.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협약에서 제시하는 기타 인권의
향유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거주하기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개인 인격의 자유롭고 충분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권리가
행사되고 향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다
른 권리의 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70.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협의 및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4(3)조)는 지
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이행할 때 모든 계획과 전략의 채택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활동에서도 중요하다.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자들은 반드시 장애 여성,
장애 노인, 장애 아동, 정신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의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장애인과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71.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에 있어 비차별 원칙(5조)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
근 및 수급과 관련해 중요성을 가진다. 당사국은 인권 기반 접근법에 따라 개인의 손상
이 아닌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
격 기준과 접근 절차를 정의해야 한다. 장애 아동, 장애 학생, 장애 근로자, 장애 노인
등 각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들의 특정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협약을 위반하는 차별적 행위가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적극적 조
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19조와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효과적이고 비용 부담이
없는 법적 구제조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2. 장애 여성ꞏ여아(6조)는 더욱 배제되고 고립되며, 사회의 가부장적 고정관념 및 여성
을 차별하는 사회적 패턴으로 인하여 거주지 및 주거 형태에 관하여 더 많은 제약을 받
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 여성ꞏ여아는 젠더를 바탕으로 한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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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며, 시설 수용 및 성폭행, 성적 학대,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더 크
다.8) 당사국은 반드시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를 위하여 비용 부담이 없거나 무료인 법적
구제조치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장애 여성은 주로 보호
자 역할을 하는 가해자에게 경제적ꞏ신체적ꞏ감정적으로 더욱 의존하는 경우가 잦고, 이
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 여성은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한층 더
고립된다. 따라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이행할 때에는 특히
젠더 평등 및 젠더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가부장적 사회 패턴의 철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3. 문화적 규범과 가치는 장애 여성ꞏ여아가 거주 형태에 대해 가지는 선택권과 통제권
을 제약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특정 주거 형태에 맞춰 생활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억누르는 대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르도록, 가족 내에서 특정 역
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9) 당사국은 여성이 사회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하지 못
하게 막는 차별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사회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접
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ꞏ프로그램ꞏ전략이 남녀평등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
다.
74. 또한 당사국은 장애 여성의 발전ꞏ역량강화ꞏ진보(6(2)조)를 목표로 하는 조치가 지원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젠더 기반의 불평등을 해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이 열린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
려하고자 적절한 조치(자원, 시간, 서비스)를 채택해야 하며, 양육의 책임 행사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10)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
들을 위한 쉼터가 장애 여성ꞏ여아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당사국의
의무이다.
75. 장애 여아ꞏ남아를 위한 적절하고 연령에 민감한 지원의 존재도 인권의 평등한 향유
(7조)에 있어 필수적이다. 장애 아동의 발달 역량을 존중하고 장애 아동이 자신에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에 관해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8)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 여성ꞏ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16) 참조
9) 전게서, 문단 8, 18, 29, 55
10)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결혼ꞏ가족관계
의 평등에 관한 일반권고 21호(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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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의 시설 수용을 방지하고 장애 아동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입양 관
련 포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 아동 가족에게 지원ꞏ정보ꞏ지침을 제공(23조)하
는 것도 중요하다.
76. 사회적 상호 작용 및 또래 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 지
원보다는 활동보조나 전문 수화 통역사를 선호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개인적 접촉이나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 아동ꞏ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형태의 지원과 접근 가능한 서비
스를 수립해야 한다. 장애 아동은 또래 아동과 지역사회 내에서 체육 또는 활동에 참여
하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장애 청소년 또한 또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
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래 집단 내 장애 청소년의 포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및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고용에
의 진입, 상위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을 촉
진하기 위한 서비스는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77. 19조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 제고
(8조)는 개방적이고 권한을 부여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
인의 자립적 생활을 막는 고정관념, 능력주의,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장애인 및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하여야 한다. 인
식 제고는 당국, 공무원, 전문가, 언론, 일반 대중,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인식 제고 활동은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의 긴밀
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78. 19조에 제시된 권리는 접근성(9조)에 관한 당사국의 의미와 결부되어 있다. 지역사
회 내 대중에게 개방된 건축 환경, 교통수단, 정보, 통신 및 관련 시설ꞏ서비스 일체에
대한 전체적 접근성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9조는
건축ꞏ도시계획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부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을 포함시키며
거주에 관한 접근성 기준을 수립하는 등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에 관련된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79. 당사국은 모든 위험 관리 활동에 있어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11조)
를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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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자연재해의 발생 후 장애인에 대한 장벽이 다시 만들
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복구 절차는 반드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
활할 권리에 대한 완전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80.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12조)은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완전히 행사
할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에 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수행하고 자신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지원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완전히 실현하고 12조에 제시된 권리
를 이행하려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
신의 바람과 선호를 개발하고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은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바
람과 선호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81. 13조에 포함된 사법에 대한 접근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의 완
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데 근간이 된다.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법원에서 법적 능력과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나아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
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 항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가
능하게 하는 지원은 권리이자 자격으로서 집행 가능해야 한다. 평등하고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위해서는, 법적 원조, 지원, 절차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편의 등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82. 위원회가 14조 관련 지침에 상술한 바와 같이, 손상에 따라서 또는 장애인이 ‘위
험’하다는 인식이나 기타 요인과 같은 관련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시설 수
용은 장애 특정적 지원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촉발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9조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14조의 위반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83.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장애인 학대나 착취 및 모든 폭력의 여지를
없애는 일은 매우 중대하다(16조). 장애ꞏ젠더ꞏ연령에 민감한 모니터링, 법적 구제와 해
결책은 19조에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학대ꞏ폭력ꞏ착취를 당할 수 있는 모든 장애
인에게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시설은 거주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경향
이 있으므로, 시설에 수용된 장애 여성ꞏ여아는 강제 불임 수술, 성적ꞏ신체적 학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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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대, 심화된 고립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에 더욱 취약하다. 이들은 그러한 폭력을
신고하는 데 더 큰 장벽을 마주하기도 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문제를 시설 모니터링 절
차에 포함시키고, 시설 내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된 장애 여성이 구제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84. 개인적 이동에 대한 지원(20조)이 없다면 여러 장애인은 계속해서 지역사회 내 자
립적 생활을 막는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20조에 포함된, 부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양질의 이동 보조, 장치, 보조 기술,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중개자의 제공은 장애
인이 각 지역사회에 완전히 포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다.
85. 장애인은 모든 공개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할 권리 및 다른 사람과 동
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으며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21조). 의사소통은 점자, 수
화, 촉각과 쉬운 글 형식, 대체 소통 수단ꞏ형식을 포함하여 개인이 선택한 형태와 형식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와 통신이 양방향으로 흐르고 서비스와 시설이 다른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개인에게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 관련 메
커니즘을 포함하여 지원서비스와 사회 보호 제도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
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해야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된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피
드백과 불만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의사소통에 있어 접근 가능한 것도 중요하다.
86. 당사국은 19조에 따른 지원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의 사생활ꞏ가족ꞏ가정ꞏ서신ꞏ명예가
일체의 불법적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22조). 불법적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은 장애ꞏ젠더ꞏ연령에 민감한 모니터링, 법적
구제와 해결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7.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장애 아동ꞏ부모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23조).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서비스의 부재는 장애인의 가족에 대하여
재정적 압력과 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23조에 담긴 권리는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떨
어져 시설에 수용되는 일을 방지하고 가족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
다. 이들 권리는 아동이 부모의 장애 때문에 부모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
장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당사국은 가족이 아동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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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ꞏ지침ꞏ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포용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88.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은 본질적으로 포용적 교육(24조)과 관련되어 있으
며,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포용과 참여를 누려야 한다는 권리
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11) 주류 교육 체계에 장애인을 포용하는 일은 지역사회 내 장애
인의 포용으로 이어진다. 탈시설화 또한 포용적 교육의 도입을 수반한다. 당사국은 포
용적 교육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권리를 누리
고 지역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그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힘ꞏ기술ꞏ능력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89. 복합적 의사소통 요건, 정신사회적 장애, 지적 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입원, 수술, 의료 상담 중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여, 일반적 보건 시설ꞏ서
비스(25조)는 지역사회 내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조정 가능하
고, 수용 가능해야 한다. 집과 병원에서 간호사, 물리 치료사,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치료
사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것은 19조에 따른 당사국
의 의무가 아닌, 25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90.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 가활(habilitation), 재활(rehabilitation)(26조)은 상호의존
적이다. 어떤 장애인에게는 충분한 개인별 지원이 없으면 재활 서비스의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활의 목적은 장애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가활과 재활은 장애인 본인의, 고지에 입각한 자유
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활 및 재활은 특히 교육, 고용, 보건, 사회적
문제와 큰 관련성을 가진다.
91. 활동보조를 포함한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존재는 근로와 고용의 권리(27조)를 효과
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다. 나아가 장애인은 장애 특정적 지원서비
스에 있어 고용주, 관리자, 혹은 교육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9조의 이행은 보
호고용의 단계적 폐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92. 장애인이 적절한 생활 수준(28조)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
11) 장애인권리위원회,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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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서비스, 장치, 기타 보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빈곤 속에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높일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보조금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
하다. 장애인이 장애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93.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모든 장애
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 단체를 통하여 정치적ꞏ공적 생활(29조)에 참여할 권리를 누
리고 행사해야 한다. 장애인이 투표하고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며 공무를 처리할 수 있
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은 가치 있는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장애인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을 지원 제공자가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94. 문화생활, 오락, 여가, 체육(30조)은 지역사회 내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
입장에서 행사ꞏ활동ꞏ시설이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이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포용이
추구ꞏ달성될 수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 안내인, 읽기 보조인, 전문 수화와 촉각 언어 통
역사 등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지역사회 내 포용적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포용과 자립적 생활을 촉진하므로, 그 종류를 막론하고
지원의 이용은 장애 관련 비용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와 여가 활동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인이 입장료 지불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활동보조를 언제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약이
있어서도 안 된다.
95. 주거, 동거 형태, 사회적 보호 제도, 자립적 생활과 지원ꞏ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는 반드시 장애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야 한다(31조). 정보를 통해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로의 전환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한 정기적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을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96. 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며, 어디서, 누구와, 어떤 주거 형태에
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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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원조가 투자되도록 국제 협력(32조)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시설, 수용 공간, 또
는 시설을 이용한 돌봄 모델은 장애인의 분리와 고립으로 이어지므로, 이 모델을 개발
하는 데 국제 협력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Ⅴ.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5호

97.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의 권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을 마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상기 규범적 내용 및 의무에 따라 당사국
은 협약 19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장애를 바탕으로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손상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할지 선택하지 못하게 막는 법률 일체를 폐
지함
(b) 지역사회와 환경, 정보와 통신이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기준, 기타 조치를 제정ꞏ집행함
(c)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 보호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하도록 보장함
(d) 의무의 실현 또는 이행 여부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정책, 법률, 기준, 기타 조치
에서 물리적 공간 및 가상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도입하고,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축 규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및 건
축에 관한 법적 지침을 준수하는지 검토함
(e) 모든 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제공함
(f)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
의 권리를 고지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행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
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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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고립, 분리, 시설 수용을 철폐하기 위하여 구체적 일
정, 적절한 예산, 목표치를 갖춘 분명한 탈시설화 전략을 채택하고, 특히 현재 시
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사회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 아동에
주목함
(h) 장애인에 관한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에 대항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접근 가능한 개인별 주류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변혁을 보장함
(i)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혹은 대표 단체를 통하여 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변혁 및
탈시설화 전략의 설계ꞏ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j)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거주지, 건축 환경, 공공장소,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
하여, 적절한 이행 일정 및 공공ꞏ민간 당국에 의한 위반에 대해 효과적이고 억제
력을 가진 균형적 제재와 함께, 포괄적 정책 및 법적 지침을 설계하고 재원을 할
당함
(k) 활동보조인, 안내인, 읽기 보조인, 전문 수화와 촉각 언어 통역사 등과 같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기 주도적, 이용자 주도적 지원서비스의 개발
에 자원을 할당함
(l) 지역사회 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19조
의 규범적 내용을 고려하는 입찰 과정을 설계함
(m) 독립적인 모니터링 틀의 역할을 유념하여 기존 시설과 거주 서비스, 탈시설화 전
략,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메커니즘을 수립함
(n)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의 완전한 협의와 장애인의 참여를 거쳐, 19
조에 제시된 이행과 모니터링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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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 (2018)*

Ⅰ. 서론
1. 본 일반논평의 목적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5조에 담긴, 평등과 비차별에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과 정책이 여전히 자선 모델 또는 의료적 모델을 통하여 장
애에 접근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한 모델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지속적 사용은 완전한 권리의 주체이자 권리의 소유자로서의 장애인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장애에 대한 태도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그 예시로는 장애인이 사회의 짐이라는 지속적이
고 모욕적인 고정관념, 낙인, 편견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애인이 대표 단
체를 통하여 법적ꞏ정치적 개혁의 진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그 폭을 넓혀가고 있는 반차별법과 인권의 틀은 여러 당사국에서 장애인 권리 보호
의 확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제 틀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완성이
거나 비효과적이거나, 또는 장애의 인권 모델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 국가의 많은 법률과 정책은 장애인의 배제와 고립,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
력을 영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및 정책은 다중차별과 교차차별 또는 연계차별
을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차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며, 효과
적인 법적 구제와 보상의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률 및 정책
은 장애인의 보호와 돌봄이나 장애인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므로, 흔히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Ⅱ. 국제법 내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4. 평등과 비차별은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속한다. 평등과 비차별

* 위원회 제 20차 회기(2018년 2월 14일 ~ 3월 9일)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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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세계인
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 2조는 모두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수많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차별을 규탄한다.
5. 평등과 비차별은 모든 인권 조약의 핵심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개방형 목록을 통해 차별이 금지되는 일련의 근거들을 제시한다. 협약 5조는 여기서 유
래한 것이다. 주제별 모든 유엔 인권 협약1)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며,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다른 협약이 제공하
는 경험을 고려하였으며, 그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은 유엔의 전통과 접근법의 진화를
반영한다.
6. 협약에서 ‘존엄성’이라는 용어가 그 어떤 다른 유엔 협약에서보다 자주 등장한다.
‘존엄성’은 서문에도 등장한다. 서문에서 당사국들은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및 헌장에서 주장하는 원칙들을 되새기는데, 이 원칙들은 인류라는 가족의 구
성원 모두가 가지는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동등하며 양도 불가한 권리를 세계의 자유ꞏ
정의ꞏ평화의 기반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7. 평등과 비차별은 협약의 중심에 있으며, 주요 조항에서 지속하여 등장한다. 이 때 반
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라는 표현은 협약의 모든 실체적 권리
를 비차별의 원칙과 연결해 준다. 장애인 혹은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ꞏ고유성ꞏ평등을 부정당해 왔다. 동의 없는 또는 강제적인 조직적 불임 수술, 의료
적 혹은 호르몬 기반 개입(가령 뇌엽절리술 혹은 애슐리 치료), 강제 투약 및 강제 전기
충격, 감금, ‘안락사’라는 이름의 조직적 살해, 강제적 혹은 강압적 낙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거부, 특히 백색증 환자의 신체 부위의 절단과 밀거래와 같은, 잔혹한 형태
1)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주노동자권리협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강제실종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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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을 포함해 다양한 차별이 발생했으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Ⅲ. 장애의 인권 모델과 포용적 평등
8. 장애의 개별적 모델이나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 원칙의 적용을 방해한
다.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신에
자신이 가진 손상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차별 대
우, 배제는 당연한 규범으로 여겨지며, 의료적 시각에 따른 무능력 접근법에 의하여 정
당화된다. 장애의 개별적ꞏ의료적 모델은 장애 관련 초기 국제법과 정책의 결정에 사용
되었으며, 이는 장애라는 맥락에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첫 시도 이후에도 계속되었
다. 정신지체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1971)
과 장애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1975)은 장애인을 위
한 평등ꞏ비차별 규정을 포함한 최초의 인권 조약이다. 이러한 초기의 연성법적 인권 조
약들은 장애에 대한 평등 접근법의 길을 닦아 주기는 하였지만, 권리를 제약하거나 무
시하는데 손상을 합당한 근거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 조약은 현재 부적절하거나 낡은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 또한 포함하였다. 여
기서 한 발 나아가 1993년에는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다. 이 조
약은 ‘기회의 평등’을 장애 정책ꞏ법률의 기반 개념으로 선언하였다.
9. 장애의 인권 모델은 장애가 사회적 구조이며 인권의 부정 또는 제약의 합당한 근거
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모델은 장애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층위 중 하나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장애 관련 법률ꞏ정책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장애의 인권 모델은 인권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불가분함
을 인정한다.
10. 3조에 따른 협약의 기본 원칙인 기회의 균등은 형식적 평등 모델에서 실질적 평등
모델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형식적 평등은 유사한 상황의 사람들을 유사하게 대우
함으로써 직접적 차별에 맞서고자 한다. 형식적 평등은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차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다. 사람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고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질적 평등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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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ꞏ간접적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며, 권력 관계를 고려한다. 실질적 평등은 ‘차이의 딜레
마’가, 평등의 실현을 위해 사람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인정하는 것 모두를 수반한다
는 사실을 인정한다.
11. 포용적 평등은 본 협약에 걸쳐 새롭게 개발된 평등 모델이다. 포용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 모델을 수용하며, (a)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의 차원, (b) 낙인ꞏ
고정관념ꞏ편견ꞏ폭력과 싸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교차성을 인정하기 위한 인정의 차원, (c)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본질 및 사회 포용을 통한 인류의 완전한 인정
을 재확인하기 위한 참여의 차원, (d) 차이를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수용의 차원에서 평등을 확대하고 다듬는다. 협약은 포용적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Ⅳ. 비차별과 평등의 법적 특징
12. 평등과 비차별은 원칙이며 권리이다. 협약은 평등과 비차별을 가리켜 3조에서는 원
칙으로, 5조에서는 권리로 일컫는다. 평등과 비차별은 협약에 담긴 여타 원칙과 권리
일체를 위한 해석의 도구이기도 하다.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ꞏ권리는 협약이 보장하는
국제적 보호의 주춧돌이다. 평등을 고취하고 차별을 막는 것은 협약 전체를 가로지르는
즉각적 실현의 의무다. 이는 점진적 실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협약 5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6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로서 다른 조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적 권리를 제공한다. 5조는 공공 당국이 규제 및
보호하는 영역 일체에서 법적 또는 실질적 차별을 금지하며, 4(1)(e)조와 함께 읽는 경
우 그 내용이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됨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Ⅴ. 규범적 내용
A. 법 앞의 평등 및 법 아래의 평등에 관한 5(1)조
14. 몇몇 국제 인권 조약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현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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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그리고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이 권
리를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사법 집행 및 법률 집행 담당자는 사법 행정에 있어 장애
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 아래의 평등’은 본 협약의 특수한 표현이다. 법 아래의
평등이란 법적 관계에 참여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법 앞의 평등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지만, 법 아래의 평등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장
애인은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 자체도 특정 사법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이 법 아래 평등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부정ꞏ제약ꞏ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장애가 모든 법률과 정책에서 주류화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15. ‘법 앞의 평등’과 ‘법 아래의 평등’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협약 4(1)(b)조와
4(1)(c)조에 의거한 것이며, 이 두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공공 당국과 시설이 협약을 준
수하여 행동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의 법률ꞏ규제ꞏ 관습ꞏ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며,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권리의 보호ꞏ증진을 고려하도록 보장
해야 한다.

B.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에 관한 5(1)조
16. ‘법의 동등한 보호’와 ‘법의 동등한 혜택’에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관련성을 가지
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들이 포함된다. ‘법의 동등한 보호’라는 표현은 국제인권조
약법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각국 입법 기관에 법률과 정책의 집행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구성하는 일을 삼가도록 요구할 때 사용된다. 협약 5조를 1, 3, 4
조와 함께 읽으면 장애인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
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반드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접근성, 적절한 편의, 개별 지원이 주로 요구된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의 동등한 혜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는 당사국이 법의 보
호 일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또 권리 주장을 위한 법률ꞏ사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혜택을 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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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차별 금지와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에 관한 5(2)조

17. 5(2)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위하여 평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요
건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할 의무에는 장애인 당사자
와 장애 아동의 부모 등 장애인의 관련자가 포함된다. 장애인에게 모든 근거를 바탕으
로 한 차별로부터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할 의무는 그 범위가 넓으며,
당사국에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부과한다. 협약 2조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가
리켜 “의도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기타 영
역에 있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정ꞏ향
유ꞏ행사를 방해 또는 무효화하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구별ꞏ배제ꞏ제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포함된다.”라고 정의
한다. 이 정의는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1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1조 등 여러 국제인권
조약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협약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기 협약들의 정의보다 한 발 나아갔다. 첫 번째. 본 협약의 정의에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의 한 형태로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제시되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1조와 3조는 “남
녀의 평등을 바탕으로”라는 비슷하지만 비교적 제한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
람과 동등하게”라는 표현은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의 정의에 국한될 뿐 아니라, 장
애인권리협약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장애인이 일반 대중보다 혜
택을 더 많이 혹은 더 조금 받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표현은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18. “모든 차별”을 금지할 의무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포함된다. 국제인권법 관행은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형태의 차별을 밝히고 있다.
(a) ‘직접적 차별’은 금지된 근거와 관련된 이유로, 유사한 상황에 있지만 상이한 개
인적 상태로 인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한다.
직접적 차별에는 비교 가능한 유사한 상황이 없는 경우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해한 행동이나 누락도 포함된다.2) 차별 가해자의 동기나 의도는 차별의 발
생 여부의 결정과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학업 프로그램의 변경을 피하고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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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국립 학교는 학생의 장애를 바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접적 차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b) ‘간접적 차별’3)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듯 보이는 법률ꞏ정책ꞏ관행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적 차별은 접
근 가능해 보이는 기회가 현실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기회 자체로부터 혜택을 받
지 못하게 하여 그 개인을 배제하게 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읽기 쉬운 형식
으로 도서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엄밀히 말해 해당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접적 차별 행
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동이 제한적인 지원자가 엘리베이터가 없
는 건물 2층에서 면접을 봐야 한다면, 이 장애인은 비록 인터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상황으로 인해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c)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향유와 행사에 필요한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적절한 수정 또는 조정이 거부되는 경
우 협약 2조에 따라 차별에 해당한다. 장애인 동반자의 동반을 수용하지 않거나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장애인의 편의를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의
예시가 될 수 있다.
(d) ‘괴롭힘’이란 차별의 한 형태로, 장애나 기타 금지된 근거와 관계된 원하지 않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위협적ꞏ적대적ꞏ모
욕적ꞏ모멸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괴롭힘은 장애인의 다름과 억
압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낳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괴롭힘과 같
은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가능
성이 높은, 거주 시설, 특수 학교, 정신병원 등과 같은 분리된 장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따돌림’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
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혐오는 특히 폭력적이고 유해한 형태의 혐오 범죄에 해당
한다. 그 외의 예시로는 강간, 학대와 착취, 혐오 범죄와 구타 등 장애를 바탕으

2)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ꞏ사회
적ꞏ문화적 권리에서의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20호(2009), 문단 10 참조
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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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포함된다.
19. 차별은 장애나 젠더 등 한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중적 또는
교차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교차차별’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
가 장애라는 특성과 더불어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 젠더 등 다른 특성과 결합
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차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 불가한 형식으로 인하여 일반
보건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장애를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
치는 것이지만, 시각장애인 여성이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면 이는
젠더와 장애의 교차를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은 다양한 차별 근거를 분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다중차별’은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차별 근거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차별이 가중되거나 악
화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차차별은 여러 차별 근거가 동시에 작동하고 서로 상호작용
하여. 각 근거를 분리할 수 없게 되고 관련 개인이 특수한 형태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4)
20.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 미래에 장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
람,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 경우는 ‘연계차별’로
불린다. 5조의 범위가 넓은 것은 장애와 관련된 모든 차별적 상황과 차별적 행위를 철
폐하고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함이다.
21.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그 교차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차별의 원인이 되는 잠
재적 근거에는 장애, 건강 상태, 유전적 또는 기타 질병 소인,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임신 및 부모 여부, 사회ꞏ가족ꞏ직업 상태, 젠더 표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
견, 출신 국가ꞏ민족ꞏ부족ꞏ사회, 이민자ꞏ난민ꞏ망명신청자의 신분, 국가적 소수자의 소속,
경제적 또는 자산 상황, 출생, 연령 등이 포함되고, 다양한 근거들의 조합, 또 다양한 근
4)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 여성ꞏ여아에 관한 일반
논평 3호(2006), 문단 4(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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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연계된 특징들도 포함된다. 또 이와 같은 근거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2. ‘차별로부터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차별로부터 보
호할 적극적 의무를 가지며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반차별 법률 제정의 의무를
지님을 의미한다. 법률을 통해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타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면, 민사ꞏ행정ꞏ형사 절차에 있어서 교차차별과 관련한 적절
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제재의 제공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별이 구조적 특징에 기
인하는 경우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접근법의 변화에 있어 아무런 실질
적 효과를 낳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국은 ‘전향적이고 비금전적인 구제’를
담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곧 민간 당사자ꞏ단체가 수행하는 효과적인 차별 보
호가 향후 당사국에 의해 제공됨을 의미한다.

D. 적절한 편의에 관한 5(3)조
23. 장애의 맥락에 있어 적절한 편의는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차별 의무의 본질적
부분이다.5) 적절한 편의의 예시에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에서 기
존 시설 및 정보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게 변경하고, 장비를 조정하며, 활동을 재조직
하고, 업무 일정을 변경하며, 교과과정ꞏ학습자료ꞏ교육전략을 조정하고, 의료 절차를 조
정하며, 지원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이 포함된다.
24.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접근성의 의무와 다르다. 두 의무 모두 접근성의 보장을 목
적으로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보조 기술을 통하여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는 사
전적 의무이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부터의 의무이다.
(a) 사전적 의무로서 접근성은 특정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 서비스, 제
품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체계와 절차 내에 반드시 수립되
어야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협약 4(3)조에 따라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접근성의 의무는 사전적이고 전체적인
의무이다.

5)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장애인에 관한 일반논평 5호(1994), 문단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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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금부터의 의무로서 적절한 편의는 어떤 장애인이 접근 불가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편의는 접근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관련 대표자에 의하여 요청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적절한 편의는 반드시 신청자와 협
상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의 경우 제공된 적절한 편의의 결과는 집합적 또는 대
중적 이익이 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제공된 적절한 편의의 결과가 신청자에
게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편의의 요청을 받는 순
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개별화된 사후적 의무이다. 적절한 편의를 위하여 제공
의무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 개인과 소통할 것이 요구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장애인이 편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제공 의무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로 문제의 당사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
명 가능한 상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잠재적 의무 부담
자가 어떤 사람이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물 제거를 위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
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어야 했으나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25. 협약 2조, 5조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 부분은 특정 상황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이나 조정, 즉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는 적극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두 번째 부분은 요구된 편의가 의무 부담자에게 과
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a) ‘적절한 편의’는 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용어이며, ‘적절한’이라는 말은 예외적 조
항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함’의 개념은 의무이행에 자격을 부여 또는
면제하거나, 의무를 수정하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적절함은 편의의
비용이나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 부분은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의 평가가 이행될 때 함께 이루어진다. 오히려 편의의 적절함은 장애
인에 대한 관련성ꞏ적절성ꞏ효과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가 목적하는 바
를 성취할 수 있고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추어진다면, 그때
편의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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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단일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용어는 같은 개념, 즉 적절한 편의의 요청이 편의
제공자에게 지나치거나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담과 묶여 있음을 가리
키는 한 동의어로 간주되어야 한다.
(c) ‘적절한 편의’는 또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특별한 조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
다. 두 개념 모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적절한 편의가 비
차별의 의무인 반면, 특별한 조치는 권리 행사의 혜택으로부터의 역사적 또는 체
계적ꞏ전체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장애인에게 보다 우호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한 조치의 예시로는 민간 부문의 낮은 장애 여성
고용률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 및 고등 교육 내 장애 학생의 비율을 올리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편의는 자립적으로 생활하
고 지역 사회에 포용될 권리에 따른 활동보조와 같은 지원이나 법적 능력의 행사
를 위한 지원의 제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d) 사법에 대한 접근이라는 맥락에 있어 ‘절차적 편의’는 적절한 편의와 혼동되어서
는 안 된다. 적절한 편의는 과도성의 개념으로 제한되지만, 절차적 편의는 그렇지
않다.
26.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의 이행을 인도하는 주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장애인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을
파악하고 제거한다.
(b) 편의 제공이 법적 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법적 또는 물질적으
로 불가능한 편의는 실현 불가한 것이다.
(c) 편의가 문제의 권리의 실현 보장에 있어 관련성을 가지는지(즉, 필요하고 적절한
지) 또는 효과적인지를 평가한다.
(d) 수정 과정이 의무 부담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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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편의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인지를 결정하려면 편의의 이행 수단과
목적(관련 권리의 향유) 사이의 비례 관계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 적절한 편의가 평등의 고취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철폐라는 핵심적 목표의 달
성에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편의를 담당하게 된 관련 기관
및 당사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별 접근법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잠
재적 요소로는 재정적 비용, 이용 가능한 자원(공공 보조금 포함), 편의제공 단체
의 (전체) 규모, 조정 과정이 시설 또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이익, 타인
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합리적 보건ꞏ안전 요건을 들 수 있다. 당사국 전체와 민간
부문에 관련해서는 조직 구조 내 한 부서나 기관의 자원보다는 전체적 자산을 고
려해야 한다.
(f) 보다 폭넓은 범위의 장애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g) 자신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무 부담자가 증명의 부담을 지
도록 한다.
27. 적절한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며,
또 장애인 관련자와 적절한 시기에 함께 소통하면서 분석되어야 한다. 적절한 편의의
정당성 평가는 의무 부담자와 권리 소유자 간 관계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E. 특별한 조치에 관한 5(4)조
28.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조치는 장애인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고 성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4조와 인
종차별철폐국제협약 1(4)조를 비롯한 여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언급되며, 여기에는
그동안 발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거나 소외된 집단을 위한 특정 이익의 제공을 채
택하고 유지하는 일이 수반된다. 이러한 조치는 보통 특성상 일시적이지만, 일부 사례
에서는 특정 손상이나 사회의 구조적 장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맥락과 상황에 따
라 영구적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특별한 조치의 예시로는 찾아가는 프로그
램 및 지원 프로그램, 자원의 분배와 재분배, 목표치를 갖춘 모집ꞏ고용ꞏ승진, 할당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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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ꞏ역량강화 조치와 더불어 휴식지원 서비스와 기술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9. 협약 5(4)조에 따라 당사국이 채택한 특별한 조치는 협약의 모든 원칙과 규정을 준
수해야 한다. 특히 이들 조치는 장애인의 고립, 분리, 편견 조장, 고정관념화, 또는 장애
인에 대한 기타 차별 등의 영속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사국은 특별한 조치
를 채택할 때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야 한다.
6호

Ⅵ. 비차별 및 평등과 관련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일반 의무
30.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의 비차별ꞏ평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
무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행위를 삼가야 한다. 특
히 당사국은 그러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의 법률ꞏ규제ꞏ관습ꞏ관행 일체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제공한 바 있는 예시 가운데에는 후견
인 제도 및 법적 능력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규율6), 강제 시설 수용 및 강제 치료를
합법화하므로 차별에 해당하여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신보건법7), 장애 여성ꞏ여아에 대
한 동의 없는 불임 수술, 접근 불가능한 주거 형태 및 시설화 정책8), 분리 교육 정책ꞏ법
률9),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선거법10) 등이 포함된다.
31.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의 효과적 향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의 채택
이 촉구된다.
(a) 협약에 따른 장애인 권리, 차별의 의미, 기존의 사법 구제책에 관해 모든 사람의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
(b) 협약에 포함된 권리가 국내 법원에서 행사 가능함을 보장하고 차별을 경험한 모

6) 장애인권리위원회,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 참조
7) 장애인권리위원회, 14조, 문단 6, 14에 관한 지침 참조. 위원회
웹페이지(www.ohchr.org/EN/HRBodies/CRPD/ Pages/CRPDIndex.aspx)에서 열람 가능함
8) 가령, 자립적 생활과 지역 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17), 문단 46 참조
9)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16), 문단 24 참조
10) 부이도소(Bujdosó) 등 대 헝가리(CRPD/C/10/D/4/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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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에게 사법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c) 불만 제기 혹은 평등 규정의 준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절차에 대한 부정
적 대우나 좋지 못한 결과와 같은 보복 행위로부터의 보호
(d) 평등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합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협회, 기관, 기타 법적 단체
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 주장을 추진할 법적 권리
(e) 장애인의 능력에 관한 고정관념을 가진 태도가 구제를 막는 차별로 이어지지 않
도록 보장하기 위한, 증거ꞏ증명에 관련한 구체적 규칙
(f) 평등 및 적절한 구제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균형 잡힌 제재
(g) 차별 소송에 있어 사법에 대한 청구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하고 접근 가
능한 법적 지원의 제공
32. 당사국은 평등을 촉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영역 혹은 하위 집단(교차차별을 겪는 장애인 포함)을 밝혀야 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집
단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가진다.
33. 당사국의 협의의 의무와 관련하여, 협약 4(3)조와 33(3)조는 장애인 단체가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아동, 자
폐증을 가진 사람, 유전적 혹은 신경적 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 만성질환자, 백색증을
가진 사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 사람, 원주민, 농촌 사회, 노
인, 여성, 무력 분쟁의 피해자, 인종 소수자, 이민자 등 사회에서 폭넓은 다양성을 대표
하는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34. 당사국은 협약 5조와 관련하여 정보의 의무를 가지며, 불평등, 차별적 관행, 불이익
의 패턴을 밝히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ꞏ분석하고 정보를 연구하며 평등 촉진
조치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여러 당사국에서 장애 차별과 관련한 최신 데
이터가 부족하며 국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손상, 젠더, 성별, 젠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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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민족, 종교, 연령, 기타 다양성의 기준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와 같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효과적인 반차별ꞏ평등 조치의 개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35. 당사국은 장애 차별 및 장애인의 평등권에 관한 적절한 연구 또한 수행하여야 한
다. 연구 의제는 장애인의 유의미한 연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제 설정 단계부터
연구 절차에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연구 절차를 통하여 참여
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실제 경험과 요구 사항을 중심에 둘 수 있을
것이다.

Ⅶ. 협약 내 여타 특정 조항과의 관계
A. 장애 여성에 관한 6조
36. 장애 여성ꞏ여아는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장애인 집단 중 하
나이다.11) 6조는 여러 요소를 관통하는 조항으로, 협약 내 모든 조항과 관련하여 고려
되어야 한다.12) ‘다중차별’이 언급되는 조항은 6조가 유일하지만, 다중차별과 교차차별
은 둘 이상의 근거가 결합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6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평
등과 비차별 관련 조항으로, 장애 여성ꞏ여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당사국에게 기회
와 결과의 균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더불어, 6조는 7조와 마찬가지로
총망라한 조항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예시로 들어 의무를 제시
한 설명적 조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장애 아동에 관한 7조
37. 장애 아동은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국은 반드시 아동
에게 특유한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
1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협약 2조 하에
서 당사국의 핵심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2010), 문단 31 참조
12)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호, 문단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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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한 구제책을 제공하며, 차별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하여 대중과 전문가의 인식을 제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당사국에서는 ‘훈육’이나 ‘안전’(가령, 통제 등)이라는 이름
하에 아동에 대한 폭력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체벌은 특히 장애 아동
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환경에 있어 아동에 대한
전 종류의 체벌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해야 하며, 그 금지 조
치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38. 아동권리협약 3조에 포함된 ‘아동의 최대 이익’이라는 개념은 장애 아동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장애를 주류화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다만, 최대 이익이라는 개념은 아
동, 특히 장애 여아가 신체적 고유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사용되어서
는 안 된다. 이 개념은 장애 아동이 자신의 상황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
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차별의 결과로 가족 내에서 성장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장애 아
동에 대한 폭력과 시설 수용을 해결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
의 가족 또는 대체 가족의 보살핌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탈시설화 전략을 이행해
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의회, 위원회,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자신
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장애 아동의 의견이 경청될 권리가 행사될 수 있
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C. 인식 제고에 관한 8조
39.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한 인식 제고 없이는 차별에 맞설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비차별ꞏ평등 조치에는 적절한 인식 제고 조치 및 장애 관련 복합적이고 모멸적인
고정관념과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철폐하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인
식 제고 캠페인을 통하여 폭력, 유해한 관행ꞏ편견에도 맞서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언론
등이 장애인을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이
스스로와 타인에게 위험하다거나 고통받는 피해자이며 자율성 없이 사회에 경제적ꞏ사
회적 부담이 되는,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돌봄의 대상이라는 비현실적 시각을 포함하
여 장애인과 관련한 유해한 관점을 바꾸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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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접근성에 관한 9조
40. 접근성은 모든 장애인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수단이다.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반드시 건축환경, 대중교
통,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
하게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 상술하였듯이 접근성과 적절한 편의는 평등 법률ꞏ정책의 구별되는 개념이다.

6호

(a) 접근성의 의무는 집단과 관련되며, 점진적으로,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b) 반면,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개별화되는 것이고, 모든 권리에 있어 즉시 적용되지
만, 과도한 부담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42. 건축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접근성의 점진적 실현에는 시간이 걸
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 즉각적 의무인 적절한 편의가 개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E.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관한 11조
43.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군축법을 포
함한 국제인도법의 의무 등에 근거하여, 그러한 상황이 수반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비차별이 보장되어야 한다.
44. 장애를 가진 국제 이재민 및 장애 난민은 물, 위생, 음식, 쉼터와 같은 기본적 필수
품에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샤워
시설과 같은 위생 시설은 많은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
45.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발생 시 장애 여성ꞏ여아에 대한 성폭력ꞏ착취ꞏ학
대를 비롯한 폭력의 위험은 특별히 커지는 반면, 회복ꞏ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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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적어진다.13)
46. 따라서 당사국은 모든 프로그램과 조치에 있어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할 것이 요구
된다. 이는 국가 재난 프로토콜에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대피
시나리오상에서 장애인을 완전히 인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전화상담 서비스와
상담전화를 제공하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처한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비차별적
인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비상 대피소와 난민 캠프 내 식수와
위생 시설이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비상사태
후에는 접근 가능한 재건이 사회 내 장애인의 평등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요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비상사태의 모
든 단계와 관련된 법률ꞏ정책을 설계ꞏ이행ꞏ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장애인과 긴밀히 협조
해야 한다.

F.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12조
47. 법적 능력의 권리는 기준점이 되는 권리이다. 즉,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포함하
여 협약 내 모든 여타 권리의 향유를 위해서는 법적 능력의 권리가 필요하다. 5조와 12
조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동등한 모든 장
애인의 법적 능력의 향유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적 능력의 부정을 통한 차별은 상태
기반적, 기능적, 결과 기반적인 체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체계
를 통하여 장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다.14)
48. 협약 5조에 따른 적절한 편의의 의무와 12(3)조에 따라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에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 간의 주요 차이점은 12(3)조에 따른 의무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이다.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되어도, 그 지원을 위
한 요건은 제한되지 않는다.
49. 협약 5조와 12조 사이의 일관성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3) 일반논평 3호, 문단 49-50 참조
14) 일반논평 1호, 문단 15 참조

138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a) 상태 기반적, 기능적, 결과 기반적 모델을 바탕으로 법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성인의 보편적 법적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모델을 지원 의사
결정 모델로 대체한다.
(b) 장애인이 기존 법적 체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 의사결정 체계에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한 서비스를 법으로 제정하고 그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의 문단 29에서 제시된 주요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지원 시스템이 지원을 받는 사람의 최대
이익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권리ꞏ의지ꞏ선호를 실현하는
데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일이 포함된다. 성인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결정이 불
가능한 모든 문제의 경우, 의지 및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 개념이 최대 이익의
개념을 대체해야 한다.
(c) 당사국은, 접근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진입 문턱이 낮은 양질의 무
료 상담 혹은 법적 지원을 수립함으로써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
러한 상담이나 지원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해야 하며, 이들의 절차적 권
리(법적 능력의 권리)를 다른 유형의 법정 대리와 같은 수준에서 보호해야 한다.
당사국은 보호를 위한 제도가 법적 능력의 제거나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일을 기반으로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0. 법적 의사결정자, 서비스 제공자, 기타 관련자 등 관련 기관에는 교육과 훈련이 제
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융자를 비롯하여 재정 문제와 관련된 자산 혹은 서비스 등 장
애인이 특히 배제되는 상품의 예시를 보여 주는 12(5)조의 상품ꞏ서비스 목록을 포함하
여 사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동등한 향유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25(e)조는 보통 장애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서비스, 즉 생명보험 및 (민간) 의료보험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민간 부문 내 상품과 서비스의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
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반차별
법률의 강화가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기타 행위자와의 협력 또한 활용되어 변화를 불
러올 의지를 가진 협력자들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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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G. 사법에 대한 접근에 관한 13조
51. 5조에 제시된 평등ꞏ비차별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절차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편
의의 제공 등을 촉구하는 13조와 관련된다. 절차적 편의는 과도한 부담에 의하여 제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편의와 구분된다. 절차적 편의의 예시로는 법정 또는 재
판소에 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 연령에
적합한 편의에는 연령에 적합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메커니즘 및 사법에 대한 접근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1. 13(1)조
52. 사법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참여를 허용하며
투명해야 한다. 참여를 허용하는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이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정보 전달
(b)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의 인정과 수용
(c) 모든 절차 단계에 걸친 물리적 접근성
(d) 적용이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에 있어 자산과 본안에 대한 법적 심사를 거쳐 재
정적 지원 제공
53. 지원을 받아도 차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방어 시도에 따르
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선택지가 크게 제한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
는 적절한 조치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 즉 민중소송이 가능하다.
54. 나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사국은 모든 관련 정보가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
며 모든 관련 청구, 사건, 법원 명령이 적절히 기록 및 보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13(2)조
55. 권리와 의무의 적절한 존중과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률 집행 담당자들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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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키고 권리 소유자의 인식을 제고하며 의무 부담자의 역량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
다. 적절한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교차성과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 및 장애인이 개인의 손상만을 바탕으로 인식되어
서는 안 된다는 사실. 교차성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형태의
차별 및 억압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
(b) 장애인 간의 다양성 및 장애인이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효
6호

과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의 다양성
(c) 장애인 개인의 자율성 및 장애인 모두를 위한 법적 능력의 중요성
(d) 성공적 포용에 있어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소통이 가지는 중심적 위치
(e) 변호사, 치안 판사, 판사, 교도관, 수화 통역사, 경찰ꞏ교도소 체계를 포함한 사람들
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효과적 훈련을 위해 채택된 조치들

H. 자유와 안전에 관한 14조,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15조,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16조, 고유성의 보호에 관한 17조
56. 장애인은 다른 사람보다 폭력, 학대, 기타 잔인하고 모멸적인 처벌에 더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감금이나 분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
도 있다. 위원회는 특히 장애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일, 자유의 박탈,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폭력, 정
신보건시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강제 치료 등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행위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행위는 손상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므로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다.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ꞏ폭력ꞏ학대를 예방하고 그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장
애에 대한 강제 교정치료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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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19조
57. 협약 19조는 비차별과 더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한 포용과 참여를 누
리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동등한 권리의 인정을 재확인한다. 자립적으로 생
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적절
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및 완전한 포용과 참
여를 촉진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에는 탈시설화 전략을 이행하는 일이 포함되고, 또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5호(2017)에 따라 자립적 생활
지원서비스,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거주 공간, 가족 보호자를 위한 지원,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지원에 자원을 할당하는 일도 포함된다.
58. 협약 19조는 개인이 장애로 인해 특정 주거 형태 내에서 강제로 거주하지 않을 권
리를 인정한다. 시설 수용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생활 참여를 강제로 포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
적이다. 공공 부문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일은
장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대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적이다.
59. 지원서비스 접근을 위한 자격 기준과 절차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인권 기반 접근법을 따라 손상이 아닌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원서비스 개발은 사람 중심적이고 연령과 젠더에 민감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해
야 한다.
60.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되는 데 방해가 되는 실
질적 또는 절차적 장벽을 제3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서비스가 자립적인 지역사회 생활에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이 거주지 임차의
가능성을 부정당하거나 주택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J. 가정과 가족의 존중에 관한 23조
61. 장애인은 차별적 법률과 정책 및 행정적 조치로 인하여 결혼의 권리 또는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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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권리와 가족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주 차별에 부딪힌다. 장애를 가진 부모
는 자녀를 돌보기에 부적합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아
동이나 부모, 혹은 둘 모두의 장애를 바탕으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는 행위는
차별이며, 2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62. 손상을 근거로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일 또한 협약 23(5)조가 금지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부모 및 장애 아동의 부모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
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호

K. 교육에 관한 24조
63. 국가가 가시적ꞏ비가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 및 다양한 형태의 차별 혹은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장애 학생에게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갖춘 주류 학교에 대
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며,
5조 및 24조의 위배에 해당한다. 5(1)조는 24조와 상호작용을 하여, 당사국에게 법적ꞏ사
회적 장벽을 포함하여 포용적 교육을 막는 모든 유형의 차별적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
구한다.
64. 분리 교육 모델은 장애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 학생을 주류 교육과 포용적 교육으로
부터 배제하며, 협약의 5(2)조, 24(1)(a)조에 위배된다. 5(3)조는 적절한 편의의 제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
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포용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24(2)(b)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 목표는 24(2)(c)조에 따라 개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
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새롭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입
학시험 등 장애 학생을 직ꞏ간접적으로 배제하는 표준화된 평가 체계는 차별적이며, 5조
와 24조에 위배된다. 당사국의 의무는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반드시 사회
적ꞏ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교통수단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경우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하여
등ꞏ하교 교통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하여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려면,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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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는 청각장애인 또래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를 가진 성인 역할 모델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화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의 수화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학교 환경
이 접근 가능하지 않으면, 이는 청각장애 아동을 배제하므로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
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5조와 24조에 따라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때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16)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L. 건강에 관한 25조
66. 협약 5조와 25조에 따라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성ꞏ생식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젠더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은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건강권을 훼손하거나15), 시설 또는 정보를 접근 불가
능하게 만듦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16) 모든 형태의 차별 또한 해결해야 한다.

M. 근로와 고용에 관한 27조
67. 협약에 따라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면 당사국은 반드시 근로 및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17) 5(3)조에 제시된 대로
적절한 편의를 보장하고 5(4)조에 제시된 대로 근로 환경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 또
는 가속화하려면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장애인이 분리된 근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들이 열린 노동 시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그러한 환경에 노동권이 즉각적으로 적
용되도록 보장한다.
(b) 근로 지원, 직무 지도, 직능 자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지원 고용
의 권리를 촉진하고, 장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
15) 일반논평 1호, 문단 41
16) 일반논평 2호, 문단 40
17) ‘고용ꞏ직업상 차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111호), ‘장애인 직업재활ꞏ고용에 관한 협
약’(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Convention), 1983(15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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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장한다.
(c) 장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 않으며 근로 시작 시 장애수당
의 혜택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
(d)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차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다중차별ꞏ교차
차별ꞏ괴롭힘을 금지한다.
(e)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의 적절한 취업과 퇴직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퇴직연
금 혹은 실업보험과 같은, 보험금과 수급 권리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고용으로부터의 배제를 통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배
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f)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있어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을 촉진한다.
(g)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관리자와의 정기적 평가 상담 및 성취목표의 규정을 통
하여 장애인이 승진기회와 관련하여 평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h)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과 역량 구축을 포함하여 훈련ꞏ재훈련ꞏ교육에 대
한 접근을 보장하고, 고용주, 고용주ꞏ피고용자 대표 단체, 노동조합, 관련 당국에
게 장애인의 고용 및 적절한 편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i) 비차별적이고 장애인을 포용하는, 직업 안전ꞏ보건 규제 등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
한 직업 안전ꞏ보건 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j) 장애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인정한다.

N.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관한 28조
68. 위원회의 일반논평 3호 문단 59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빈곤은 다중차별을 악화시키
는 요소이며 그 결과일 수도 있다.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

145

6호

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협약의 목적에 반한다. 이는 특히 극심한 빈곤이나 궁핍 속
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 있어 매우 우려된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절한 생활
수준에 다다르려면 일반적으로 추가적 비용이 든다. 이는 극심한 빈곤이나 궁핍 속에
살고 있는 장애 아동이나 장애 노인 여성에 있어 특히 불리함을 나타낸다. 당사국은 반
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극심한 빈곤과 궁핍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 최소 수준의
적절한 식량ꞏ의복ꞏ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18)
69.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기본적인 보호 최저선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O. 정치적·공적 생활의 참여에 관한 29조
70. 선거 절차를 비롯한 기타 형태의 정치적 생활에 대한 참여의 배제는 빈번히 발생하
는 장애 기반 차별의 예시다. 이러한 차별은 법적 능력의 부정 또는 제한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당사국은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한다.
(a) 구조적으로 투표 및 선거 출마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법률ꞏ정책ꞏ규제를 개정한다.
(b)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를 포함하여 모든 투표 절차가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c) 장애인 개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정치적 및 공적 생활의 참여
에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지원 조치를 제공한다.
(d)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협의 등을 포함
하여, 국가ꞏ역내ꞏ국제 수준에서의 정치적 참여 절차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를
지원하고 참여시킨다.
(e) 선거가 없을 때를 포함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체계와 법률을 마련한다.

18)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 위원회, 당사국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 문단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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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통계와 데이터 수집에 관한 31조
71. 데이터 수집ꞏ분석은 반차별 정책과 법률을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당사국
은 반드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장애별로 그리고 교차 범주
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폭넓어야 하며, 통계, 내러티브, 새롭거나 진행 중인 계
획과 정책의 이행을 평가하고 진척 상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지표와 같은 기타 형태
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장애 포용적인 지표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설계ꞏ수집ꞏ분석은 참여적이어야 한다. 즉,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대표 단체
와의 긴밀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이나 정신 병원과 같은 폐쇄적 공간
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수집 연구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또한 그
러한 연구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Q. 국제 협력에 관한 32조
72.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협력 활동은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협약을 따라야 한다. 당사국은 반드시 인권 지표를 사
용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0번에 따라 각 지표별 구체적 기준과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국제 협력
은 반드시 협약과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및 기타 국제 인권 틀을 따라 완전한 포
용을 추구하는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Ⅷ.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행
73. 상기 제시된 규범적 내용과 의무에 비추어, 당사국은 협약 5조의 완전한 이행을 보
장하고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국가의 법률과 관행을 협약에 맞추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차별적 법률과 규제를 폐지하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과 관습을 변경ꞏ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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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반차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반차별법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
공하며 폭넓은 개인적ꞏ물적 범위를 가진 장애 포용적 반차별법을 제정한다. 이러
한 법률은 정신사회적, 지적, 또는 감각 손상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장애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으
며, 장애인 관련자는 물론 과거ꞏ현재ꞏ미래의 장애와 추정되는 장애를 모두 포함해
야 한다.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겪고 법적 구제를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법
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얻을 만큼 ‘충분한 장애’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장애 포용적인 반차별법은 지정된 보호 대상 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협
약과 일치하려면 장애는 폭넓은 손상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c) 비차별 법률이 민간 및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고 교육ꞏ고용ꞏ상품ꞏ서비스를 포함한
영역을 포함하며 분리 교육, 시설 수용, 법적 능력의 부정이나 제한, 강제적 정신
보건 치료, 수화로 된 교육이나 전문 수화 통역사의 제공 거부, 점자 또는 다른
대체 보완적 의사소통의 방식ꞏ수단ꞏ형식의 부정과 같은 장애 특정적 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협동조합 및 기타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주류 고용 및 직업 교육 서비스의 완전한 포용을 촉
진한다.
(e)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의 기준이 다른 사회적 집단을 위한 기준과 동
일하도록 보장한다.
(f) 협약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 당국 및 비공식적 경제 내에서의 훈련을 포
함하여 지식과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인식 제고 및 역량 구축
은 반드시 장애인 및 다양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유의미한 참여를 통하여
개발ꞏ이행되어야 하며, 반차별법 및 반차별 정책의 기반인 관용ꞏ다양성의 문화 형
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g) 성별, 연령, 밝혀진 장벽,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영역으로 세분화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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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주장의 총계에 대한 비율로서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 주장의 수를 모니터링
하고, 법정 안팎에서 합의되었거나 판결이 내려진 사례 및 보상이나 제재로 이어
진 판결의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구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의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불만 제기 메커니즘 등 효과적인 사법적ꞏ행정적 절차와
― 필요한 경우 자산과 본안에 대한 법적 심사를 하더라도 ― 적절하고 부담 가
능한 양질의 법적 지원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시민적ꞏ정치적 권
리와 경제적ꞏ사회적ꞏ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장애인 개인 혹은 장애인 집단의 평
등ꞏ비차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의 행위나 부작위가 발
생하는 경우 반드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집단적 특성의 사법구제
나 집단 소송의 인정은 장애인 집단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 평등 규정의 준수를 강제할 목적으로 하는 절차나 불만 제기에 대해 부정적 대우
나 부정적 결과로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국가의 반차별법
에 포함시킨다. 또한 반차별법은 차별의 피해자가 부당하게 구제를 제약받거나 다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는 경우 민사 소송의 증명 부담을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j) 장애인 단체, 국가인권기관, 그 외 평등 조직체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평등 정책과 전략을 개발한다.
(k) 모든 정부 부처의 국가 공무원과 민간 부문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
장애인의 비차별ꞏ평등에 대한 권리의 범위, 내용, 실질적 결과에 관한 인식을 제
고한다.
(l)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포용적 평등을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상황에 관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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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협약 33조에 따른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대표 단체
가 모니터링 체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해결하
기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n) 오로지 장애인만, 혹은 특히 장애인이 많이 경험하는 폭력ꞏ착취ꞏ학대 및 신체적
고유성의 침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구체적 보호책을 제공하고 마땅한
주의를 기울인다.
(o)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ꞏ여아ꞏ아동ꞏ노인ꞏ원주민과 같이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장애
인을 위하여 포용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채택한다.
(p) 많은 수의 망명 신청자, 난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여성ꞏ
아동 및 심리사회적ꞏ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용 시설 및 기타 환경에서 접근
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이며 법적으로 정의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당
사국은 반드시 심리사회적ꞏ법적 상담, 지원, 재활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보호 서
비스가 장애ꞏ연령ꞏ젠더에 민감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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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7호 (2018)*

Ⅰ. 서론
1. 장애인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협상, 개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장애
인 대표 단체 및 그 파트너를 통해 이루어진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
는 협약의 질 및 장애인을 위한 협약의 관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는
장애인의 힘ꞏ영향력ꞏ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획기적인 인권 조약 체결로 이어졌고, 장애
의 인권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유의
미한 참여는 협약의 핵심이다.
2. 자신의 삶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인권 기반 접근법과 일치하며,1) 바른 거버넌
스와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게 된다.2)
3. 공적 생활에서의 참여의 원칙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1조에 잘 정립되어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5조를 통해 재확인된다. 원칙
이자 인권인 참여는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5(c)조,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조,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2조 및 23(1)조와 같은 다른 여러 인권 협약
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참여를 일반적 의무인 동시에 여러 영역
을 관통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협약은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과 긴밀하게

* 위원회 제 20차 회기(2018년 8월 27일 ~ 9월 21일)에서 채택
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빈곤 감
소 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을 위한 원칙과 지침’(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문단 64
2) A/HRC/31/62, 문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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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4(3)조),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참여(33(3)조)를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라는 더
폭넓은 개념으로 본다.3)
4. 장애인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 또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요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군가가 장애인을 대신하는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 결정에 있어 장애인의 역할에 대한 인정을 요구
하는 장애인 운동의 등장으로 인해, 장애인과의 협의는 지난 수십 년간 그 중요성을 인
정받아 왔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아무 것도”라는 이념은 유의미한 참여의 원칙에
기초하는 장애권리운동의 철학ꞏ역사와 함께 한다.
5. 공적 생활에서의 참여에 있어 장애인은 여전히 상당한 태도적ꞏ신체적ꞏ법적ꞏ경제적ꞏ
사회적ꞏ소통적 장벽을 마주한다. 협약 발효 이전에 장애인의 견해는 장애인을 ‘위한’ 단
체와 같은 제3자 대표의 견해를 우선시해 무시되었다.
6. 협약의 협상과 초안 작성에 있어서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와 관
여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는 훌
륭한 사례임이 입증되었다. 그 결과, 국제인권법은 이제 장애인을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주체’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4)
7. 위원회는 법에 근거하여 4(3)조와 33(3)조 하에서의 당사국의 의무 및 본 일반논평
에서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에 재정적 또는 기타 지
원을 승인하고 협약 33(2)조에 따라 수립된 독립적인 모니터링 틀 및 모니터링 절차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등 당사국이 지난 십 년간 4(3)조 및 33(3)조를 이행하는 과정에
서 이룩한 진전에 주목한다. 또한 일부 당사국은 4(3)조 및 35(4)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
출할 최초ꞏ정기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8. 그러나 위원회는 4(3)조와 33(3)조의 목표ꞏ정신과 해당 조항의 이행 정도 사이의 큰
격차를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ꞏ이행에 있어

3) 전게서, 문단 14
4) 전게서, 문단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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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유의미한 협의 및 장애인의 참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9. 특히, 이행되어야 할 권리에 관한 장애인의 생생한 실제 경험과 지식 때문에, 당사국
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을 관여시키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협약
의 이행ꞏ모니터링과 더불어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그 목표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에서 협약의 일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7호

Ⅱ. 4(3)조와 33(3)조의 규범적 내용
A. ‘대표 단체’의 정의
10. ‘대표 단체’ 혹은 장애인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관여와 참여는 4(3)조 및 33(3)조에
담겨 있다.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가 장애인 단체의 범위
를 정의하고 종종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위원회는 장애인 단체가 협약에서 인정된 원칙과 권리에 뿌리를 두고 헌신하며 그
것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에 의해 주도ꞏ감독ꞏ경영되
는 단체에 국한된다.5) 단체 회원은 대다수가 장애인 중에서 모집되어야 한다. 장애 여
성, 장애 아동, HIV/AIDS 환자 단체는 협약에 따라 장애인 단체로 간주된다. 장애인 단
체는 다음을 포함한 특징을 가진다.
(a) 장애인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행사ꞏ표현ꞏ고취ꞏ추구ꞏ옹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여 설립되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어야 한다.
(b)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에 의해 대표되거나, 장애인에게 맡기거나, 분명하게
장애인을 지명ꞏ임명한다.

5) CRPD/C/11/2, 부록 Ⅱ, 문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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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부분의 경우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 기관과 비정부기구의 회
원이 될 수는 있지만, 공공 기관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d) 실제의 또는 추정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상에 기반하여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장애인에게 회원의 자격을 개방할 수도 있다.
(e) 예를 들어 성별, 젠더, 인종, 연령, 이민자나 난민의 신분 등 다양한 배경을 반영
하는 장애인 집단을 대표한다. 장애 아동, 장애 여성, 원주민 장애인 등 횡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손상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f) 지역ꞏ국가ꞏ역내ꞏ국제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g) 공공 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상호 작용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목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의 개별 조직, 연합 조직, 범 장애 단체,
상위 단체로 운영될 수 있다.
12. 위원회가 분류한 장애인 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장애인 대표 단체의 연합인 상위 장애인 단체. 이상적으로는 각 의사결정 수준마
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상위 단체만이 존재해야 한다. 상위 단체는 개방적이고 민
주적이며 장애인의 다양성을 전적으로 폭넓게 대표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단체를
회원으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의해 조직ꞏ주도ꞏ통제되어야 하며, 회원
단체들의 공통적 이익에 관한 문제나 단체적으로 결정된 문제에 관해서만 대표로
발언한다. 그러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장애인 개인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역할은 특정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별
장애인 단체가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신을 대표할 단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 내 상위 단체의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인 개인 또는 단체의 협의 참여 등 장애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를 방해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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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양한 손상 영역 모두 혹은 일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범 장애 단체. 흔
히 지역적 또는 전국적 수준에서 조직되지만, 역내 및 국제 수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c) 상이하거나 종종 느슨하거나 또는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네트워크ꞏ플랫폼의 형
태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자기옹호 단체. 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인의 권리를 주
장한다. 의견 표현을 위해 적절하고 때로는 광범위한 지원을 하는 자기옹호 단체
는 정치 참여 및 의사결정ꞏ모니터링ꞏ이행 과정에의 참여를 위해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특히 법적 능력의 행사를 방해받는 사람, 시설에 수용된 사람, 투표
권이 거부된 사람들과 관련된다. 자기옹호 단체는 많은 국가에서 그 회원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과 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거부를 통해 차별받고
있다.
(d)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을 포함하는 단체. 장애인이 연합된 네트워크나
단체를 이룬 가족으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할 때, 이들 단체는 자신의 가족인 지
적 장애인, 치매 환자, 또는 장애 아동의 이익을 촉진ꞏ고취ꞏ보호하고 자율성과 적
극적 참여를 지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한 경우, 이들 단체는 협의ꞏ의
사결정ꞏ모니터링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서 부모ꞏ친척ꞏ양육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장애인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는, 장애인의 의견이 청취
되고 장애인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지원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 및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 장애 여성ꞏ여아를 이질적인 집단으로서 대표하는 장애 여성ꞏ여아 단체. 장애 여
성ꞏ여아의 다양성에는 모든 유형의 손상이 포함되어야 한다.6) 장애 여성ꞏ여아가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운 특정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뿐만 아니라 젠더 평등 정책
등 일반적인 여성ꞏ여아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협의 과정에서도 장애 여성ꞏ여아
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6) 장애 여성ꞏ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16), 문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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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장애 아동ꞏ청소년을 위한 단체. 이 단체는 공적 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아동
의 참여, 자신의 의견이 경청될 권리. 표현과 연대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성인은 장애 아동ꞏ청소년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단체 내에서 성인
및 다른 아동ꞏ청소년과의 협력을 통해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중요한 지원적 역할을 한다.

B. 장애인 단체와 기타 시민사회 단체 간의 구별
13.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구분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장
애인을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옹호 활동을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이익의 충돌로
이어져 그러한 단체가 장애인의 권리보다 민간단체로서의 자체 목적을 우선시하게 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의 관점을 특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그러한 단체의 역량과 권익을 지원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관점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7)
14.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는 연구 단체ꞏ
기관, 서비스 제공자 단체, 기타 민간 관계자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단체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 가운데 하나의 특정 유형이다. 장애인 단체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인권 의제에 주류화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류 상위 시민사회 단체 또는 연합체의 회원 조직이 될
수도 있다. 33(3)조에 따라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 단체는 협약의 모니터
링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당사국은 장애인 관련 이슈를 다룰 때 장애인 단체의 견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협약에 담긴 권리와 더불어 비차별, 평화, 환경 권리와 같은 기
타 주제와 관련된 업무 시, 시민사회 단체 및 기타 관계자에게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고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키도록 요구하는 틀을 개발해야 한다.

C. 4(3)조의 범위
15. 4(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정부의 모든 수준과 전 부처에 걸
7) A/HRC/31/62, 문단 38; A/71/314, 문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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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법률ꞏ규제 틀과 절차에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장애인
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주류적이든 장애 특정적
이든 모든 법률ꞏ규제ꞏ정책의 승인에 앞서 장애인과 협의하고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과정
을 필수적 절차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협의는 초기부
터 시작되어 최종 결과물에 기여해야 한다. 협의에는 폭넓은 다양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지역ꞏ국가ꞏ역내ꞏ국제 수준의 단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모든 장애인은, 정신사회적 장애나 지적 장애 등 특정 손상 유형의 장애에 대한 배
제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8) 대표
단체를 통해 협의에 참여할 권리는 성적 지향성이나 젠더 정체성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반드시 포괄적
인 반차별 틀을 채택하여 모든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성별, 젠
더,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를 불법화하거나 그들이 공
적 생활 및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부정하는 법률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17.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법적 의무에는 공적 의사결정
공간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연구, 유니버설 디자인, 파트너십, 위임된 권력, 시민 통제와
같은 다른 영역에 대한 접근 또한 포함된다.9) 나아가 이 의무는 국제적 장애인 단체 및
역내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다.
1. 장애인 관련 이슈
18. 4(3)조에 등장하는 “장애인에 관련된 이슈에 관한”이라는 표현은 법적ꞏ행정적 조치와
기타 직ꞏ간접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일체를 포함한다. 장애인
에 관련된 이슈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당사국은 포용적 정책을 통해 장애인을 주류화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이 가진 지식과 실제 경험이 새로운 법적ꞏ행정적 조치와 기타 조치의 결정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과 공공 예산 또는 장애 특정적 법률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다.10)
8) A/HRC/19/36, 문단 15-17
9) A/HRC/131/62, 문단 63; A/HRC/34/58, 문단 63
10) A/HRC/31/62, 문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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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3)조에 따른 협의는 당사국이 협약과 장애인의 권리에 어긋날 수 있는 행위 또는
관행을 이행하지 않도록 막아 준다. 논의 중인 조치가 미치는 직ꞏ간접적 영향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논의 중인 이슈가 장애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당사국의 공공 당국의 책임이다.
20.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예시로는 탈시설화, 사회 보험 및 장애
연금, 활동보조, 접근성 요건, 적절한 편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장애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헌법, 선거권, 사법에 대한 접근, 장애 특정적 정책 혹은 교육ꞏ보건ꞏ
근로ꞏ고용 분야에서의 공공 정책을 관리하는 행정 당국의 지정과 관련될 수 있다.
2.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 관여
21.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 의거하여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할 법
적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이다. 협약의 이행과
기타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와 참여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
며, 필요한 경우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수반해야 한다.
22. 당사국은 반드시 유의미하고 시기적절하며 체계적이고 개방된 방식으로 장애인 단
체에 접근하고 협의하며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기관의 웹사이트를 포함
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모든 관련 정보는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형식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화 통역사, 읽기 쉬운 텍스트, 평이한
언어, 점자와 촉각 의사소통의 제공 등과 같은 적절한 편의를 통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
다. 열린 협의를 통해 장애인은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
된 모든 공적 의사결정 기구를 포함한 모든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
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3. 공공 당국은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장애인 단체의 의견과 관
점을 마땅히 고려하고 우선시해야 한다. 의사결정 절차를 주도하는 공공 당국은 장애인
단체에 의사결정 절차의 결과를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고지 내용에는 장애인 단체의 관점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의 이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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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결론 등이 포함된다.
3. 장애 아동의 포용
24. 4(3)조는 협약의 수행을 위한 법률ꞏ정책의 개발과 이행, 그리고 여타 의사결정 절차
에 있어 장애 아동 단체나 장애 아동 지원 단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장애 아동을 포용”
하는 일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단체는 장애 아동의 자율성과 적극적 참여를 촉
진ꞏ고취ꞏ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은 연대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
무의 일환으로서, 지원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포함하여 장애 아동 단체의 설립과 기능
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7호
25.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장애 아동의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장애 아동의
발달 역량을 항상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규제를 채택하고,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촉진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
애인이 권리 소유자로 존중받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11) 장애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요구 사항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 아동이 직접 밝힌
요구 사항과 경험은 협약에 일치하는 법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26.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 초대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세미나나 회의를 만
들 수 있다. 특정 주제에 관해 장애 아동의 글을 모집하여 장애 아동이 직접적 경험과
일상의 경험을 묘사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장애 아동의 글은 요약을 거쳐 아동의 직
접적 의견으로서 의사결정 절차에 직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27.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3(c)조)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참여시킴으
로써 소속감 및 사회의 일부라는 의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참여를 독려
하고, 동료 지원과 사회 참여 지원을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편견으로부터 자
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포
함된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당사국은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의 다양
11) 협약 7(3)조.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경청될 권리에 관한 일
반논평 12호(2009), 문단 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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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대표하는 장애인들과 협의할 것이 요구된다.
28. 참여의 권리는 시민적ꞏ정치적 권리이며, 어떠한 형태의 예산 제약도 적용되지 않는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의무로, 협약과 관련한 의사결정ꞏ이행ꞏ모니터링 절차에 적용되
어야 한다. 그러한 각 단계에 있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보다 쉽게 구별하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
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의사결정 절차는 더 나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완전하고 효과
적인 참여는 개인적인 일회성 활동이 아닌, 절차로서 이해되어야 한다.12)
29. 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 20,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평화
적 집회와 연대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을 위한 공적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그 대표 단체는 인권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인정받아야 하며,13) 특히 반대 의견의 표현 시에는 위협ꞏ괴롭힘ꞏ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0. 참여의 권리에는 정당한 절차의 권리와 경청의 권리에 관련된 의무도 포함된다. 당
사국은 공적 의사결정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투표권과 선거 출마권(협약 29조)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공적 생활 및
정치적 생활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의 권리 또한 이행하게 된다.
31.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지역ꞏ역내ꞏ국가ꞏ국제 수준의 다양한 의사결정
기구와 더불어 국가의 인권 기관, 특별 위원회, 협의회, 역내 혹은 지방자치 기관 내 의
사결정 기구에서의 장애인 포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각국의 법률과 관행에 있
어 모든 장애인이 모든 대표 기구에 임명 또는 선출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장애위원회에 장애인을 임명하거나 국가 인권 기관의 구성
에 있어 특정 장애 권리 공직자로 장애인을 지명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32.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위 정치 포럼 등 국제적 수준에 있어, 그리고

12) 일반논평 12호, 문단 133
13) 총회(General Assembly) 결의안 53/144, 부록 참조

160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지역적ꞏ보편적 인권 메커니즘에 있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결과적으
로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는 공공 자원의 효과 증대와 평등한 자원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3.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는 사회 변화를 위한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작용과 역량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의 옹호ꞏ협상 능력을 강화하며, 장애인이 보다 확고하게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자신의 바람을 깨달으며 다양하면서도 단결된 목소리를 한층 더 강화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사회 포용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킴
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잘 대응할 수 있다.14)

D. 33조: 국가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여
34. 협약 33조는 국가적 이행 메커니즘과 독립적 모니터링 틀을 규정하며, 그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제시한다. 33조는 4(3)조의 보충으로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
35. 33(1)조는 당사국에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 이
상의 담당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담당 부
서 및 조정 메커니즘이 협약과 관련한 협의 절차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단체의 참여ꞏ연락을 위한 공식적 절차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36. 33(2)조에 따라 위원회는 모니터링 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인권 기관을 포함
하여 독립적 모니터링 틀을 수립하고 유지하며 촉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15) 그
러한 기관은 협약의 모니터링 절차, 국가적 수준에서의 준수의 촉진, 국가 기관과 시민
사회를 포함한 국가적 행위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균형적 활동의 촉진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 A/HRC/31/62, 문단 1-3
15) CRPD/C/GBR/CO/1, 문단 7, 37; CRPD/C/BIH/CO/1, 문단 58; CRPD/C/ARE/CO/1, 문단 61;
CRPD/C/SRB/CO/1, 문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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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37. 33(3)조는 협약에 따라 수립된 독립적 모니터링 틀에 시민사회가 관여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한다. 시민사회의 관여는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
38. 당사국은 독립적 모니터링 틀이 그 틀과 절차에 있어 공식적 메커니즘을 통해 장애
인 단체의 적극적 관여를 허용하고 촉진함으로써 보고 및 분석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인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독립적 모니터링 틀과 그 업무에 있어 장애인 대
표 단체를 포함시키는 일은 독립적 모니터링 틀의 위원회나 자문 기구에서의 의석을 통
하는 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39. 33(3)조는 당사국이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 대표 단체가 독립적 모니터링 틀의 절
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재정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장애인 단체는 독립적 모니터링 틀에 참여하고 단체 회원을 위한 적절
한 편의와 접근성 요건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적 기금과 자기운영 기금을 통
한 지원 등 적절한 재원을 가져야 한다. 33(3)조와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의 지원과 재
정 지원은 4(3)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보완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40. 협약 자체 및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모든 전략은 매우 다양한 손상을 나타내는 사
람들에 맞추어 번역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해야 한다. 당사국
은 장애인이 의사결정 절차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유의미한 기여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1. 33(3)조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가 정부 내 담당 부서 및 조정 메커
니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Ⅲ. 당사국의 의무
42. 위원회는 여러 최종견해를 통하여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ꞏ정책의 개발
과 이행 및 기타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장애 여성ꞏ여아를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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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적시에 긴밀히 협의하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의
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왔다.
43. 당사국은 협의 절차의 투명성,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의 제공, 조기 참여와 지
속적 참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애인 단체가
협의와 의사결정의 모든 절차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
다. 이것은 연대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따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체를 포함하
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등록되지 않은 협회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16)
44.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가 폭넓은 협의 절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가 4(3)조와 33(3)조에 따라 자유롭게 등
록하고 참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등록
체계를 제공하고 장애인 단체의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17)
45. 당사국은 장애인이 공적 의사결정과 협의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 교통수단, 교육, 새로운 정보 기술ꞏ시스템을 포함하여 모국어로 된 정
보ꞏ통신, 공공 기관의 웹사이트, 도시ꞏ농촌 환경에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수화 통
역사, 점자, 읽기 쉬운 버전의 제공 등을 통하여 협의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문단 11, 12, 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장애인의 대표자가 협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른 지원, 재정,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8)
46. 자기옹호 단체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단체를 포함하여, 감각 손상과
지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의 단체에게는 공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보조자 및 지
원 인력, 접근 가능한 형식(가령, 평이한 언어, 읽기 쉬운 버전,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
계, 그림 문자 등)으로 된 정보, 수화 통역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통역사, 자막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19) 또한 당사국은 회의 참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16)
17)
18)
19)

A/HRC/31/62, 문단 45; A/HRC/20/27, 문단 56
A/HRC/31/62, 문단 40
평등 및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2018), 문단 23, 40
A/HRC/31/62, 문단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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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장애인 대표 단체의 협의 절차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
47.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는, 장애인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절차에 대한 단체협약에 이
르기 위해, 투명성, 상호 존중, 유의미한 대화, 진정성 있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 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일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
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자국의 참여ꞏ협의 메커니즘의 작동에 관하여 정기적 평가를 진
행해야 한다.20)
48.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의 관점은 합당한 무게를 두고 고려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협의를 위한 단순한 절차나 형식적 접근으로서 장애인의 견해를 듣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21) 당사국은 협의의 결과를 고려하고, 이를 결정 채택
에 반영하여야 하며,22) 과정의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마땅히 고지해야 한다.23)
49.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의 및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 관여
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공적 결정을 할 때 장애인 단체의 견해
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적절하고 투명한 메커니즘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50. 당사국은 여성, 노인, 아동,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24) 지뢰 피해자,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무호적자 또는 무국적자, 실제 또는 추정되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증 또는 치매와 같은 신경다양성 질환자, 백색증
환자, 영구적 신체 손상자, 만성 통증 질환자, 청각장애나 시청각 장애 혹은 부분적 청
각 손상을 가진 사람, HIV/AIDS 환자 등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이들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에는 특정 성적 지향성이나 젠더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간성 장
애인, 원주민 장애인, 국가적ꞏ민족적ꞏ종교적ꞏ언어적 소수자, 농촌 지역 거주민 또한 포

20)
21)
22)
23)
24)

전게서, 문단 78-80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문단 132
CRPD/C/COL/CO/1, 문단 11(a)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문단 45
CRPD/C/ARM/CO/1, 문단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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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51.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제3자가 협약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서 장애인이
갖는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 참여의 권리를 직ꞏ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 등을
금지해야 한다.
52. 당사국은 장애인이 협의의 권리 및 타인에 의해 참여를 방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장
애인의 공적 생활과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하여 가족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공무원에 대하여 인식 제고를 수행하는 일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장애인 대표 단체 또
는 기타 이해 당사자의 이해 충돌을 고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이행하여, 그러한 충돌
이 장애인의 자율성ꞏ의지ꞏ선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53. 4(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은 법적ꞏ규제적 틀과 절차를 채택하여
의사결정 절차 및 장애 관련 법률ꞏ정책ꞏ전략ꞏ행동계획 등 장애인 관련 이슈에 관한 법
률ꞏ정책의 초안 작성에 있어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
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에 상임 위원회나 임시대책위원회에 대한 파견 회원
지명권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단체에게 그러한 기구의 의석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
해야 한다.
54. 당사국은 설문, 회의, 기타 방법의 계획, 적절한 일정의 수립, 장애인 단체의 조기
참여, 각 절차별 관련 정보의 광범위하고 시기적절한 사전 배포를 포함한 공식적 협의
절차를 수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협의를 위한
접근 가능한 온라인 도구의 설계 및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형식의 대체 협의 방법의 제공
을 진행해야 한다.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당사국은 참석 상황
을 확인하고 불충분하게 대표된 단체를 파악하며 접근성과 적절한 편의의 요건이 충족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적
절한 편의와 접근성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든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55. 당사국은 정책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때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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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러한 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공청회 또는 정책안 검토를 위한 절
차는 모든 장애인의 참석을 위해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6.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가 분명한 절차, 적절한 일정, 관련 정보의 사전 배포 등과 같
은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적 모니터링 틀을 통한 모니터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한다. 모니터링ꞏ평가 시스템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 단체
의 참여 수준을 분석하며 장애인의 관점이 중요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조언을 얻고
자 장애인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25)
57. 당사국은 가급적, 모든 장애 구성원을 포용하고 그 다양성과 동등함을 존중하는 다
양하고도 통합적인 단일 장애인 단체 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그러한 연합이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반 시민사회
단체는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26)
58. 장애인에 의한 옹호 활동 및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문
제 참여를 위한 주요 요소이다. 그것은 기술적ꞏ행정적ꞏ의사소통적 기량의 개발 및 장애
인의 권리ꞏ법률ꞏ정책입안에 관한 정보ꞏ도구에 대한 접근의 촉진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59. 장애인이 포용적 교육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벽은 장애인의 기회를 방
해하며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을 저해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장애인 단체의
조직적 능력에 나쁜 영향을 준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 적절한 편의의 결
여, 장애인의 낮거나 불충분한 소득과 실업 또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인의 능력을 제한한다.
60. 당사국은, 독립적 재원 마련을 포함하여 역량 구축 및 장애의 인권 모델에 관한 교
육의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단체가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옹호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역량ꞏ지식ꞏ기술을 개발하고

25) A/71/314, 문단 65-66
26) CRPD/C/ESP/CO/1, 문단 6; CRPD/C/NZL/CO/1, 문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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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ꞏ법규ꞏ투명성ꞏ책임성ꞏ다원주의ꞏ참여에 대한 존중과 같은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당사국은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어떻게 재
원에 접근하고 지원의 출처를 다양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해
야 한다.27)
61.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가 쉽고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 민간 기업,
모든 공공 및 민간 재단, 시민사회 단체, 국가ꞏ역내ꞏ국제 단체를 포함한 국내ꞏ국제적 후원
자로부터 기금과 재원을 찾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28)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협의를 위한 재정 할당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7호

(a) 제3자의 중개를 피하고, 장애인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제공한다.
(b) 장애인 권리 옹호에 주로 집중하는 장애인 단체에 자원을 우선 사용한다.
(c)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에게 별도의 재정을 할당하여, 이들이 법률과 정책의 초안
작성, 개발, 이행의 과정과 모니터링 틀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9)
(d) 프로젝트 기반 재원 제공에 한정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핵심적인 제도적인 재정
제공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단체 사이에 동등하게 재정을 분배한다.
(e) 재정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옹호 의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f) 장애인 단체 운영을 위한 재원과 장애인 단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을 구별한다.
(g) 회원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며 단체의 등록을 막는 법률로 인하여 법적 지위를 획
득하지 못한 단체 및 자기옹호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 단체가 재정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7) A/HRC/31/62, 문단 47-50
28) A/HRC/20/27, 문단 67-68
29) CRPD/C/1/Rev.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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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접근 가능한 형식의 재정 신청 절차를 채택 및 이행한다.
62.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가 견고한 조직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외부 자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30) 공공 및 민간 재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회비
를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ꞏ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
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다 잘 확보할 수 있고, 장애인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며, 개
인적ꞏ집단지향적 사회 활동을 잘 조직ꞏ운영할 수 있다.
63. 당사국은 국가적ꞏ국제적 수준에서의 신탁 기금 등 법적으로 인정받는 책임 있는 공
식 메커니즘의 수립을 통하여 장애인 단체에 적절하고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64. 당사국은 모든 종류의 손상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공적 자원을 늘려야 한다. 당사국은 조세 감면, 상속세 면제, 국가 복권 등의 방법을 통
하여 국가 재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31) 당사국은 역내 수준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과 개발 원조의 일환으로서 해외 기금에 장애인 단체가 다른 인권 비정부기구와 같
은 기준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촉진해야 한다.
65. 당사국은 4(3)조와 33(3)조에 따른 의무의 미준수에 대하여 효과적 제재를 보장하
는 강력한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준수 상황은 옴부즈맨 사무소나 의회 위
원회 등, 수사를 개시하고 문제가 되는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
적 기구에 의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단체는 4(3)조와 33(3)조를 준수
하지 못하는 단체를 발견하면 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32) 이러한
메커니즘은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있어 장애인 단체의 협의ꞏ관여를 관리하는 법적 틀
과 국가적 반차별 법률33)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66. 당사국은 집합적 특성을 가진 구제책을 포함한 효과적 구제 또는 장애인의 참여에

30)
31)
32)
33)

A/71/314, 문단 65-66
A/59/401, 문단 82(l), (t); A/HRC/31/62, 문단 51-54
A/71/314, 문단 68-69
일반논평 6호, 문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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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공 당국은 장애인
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있어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34) 효과적 구제책에는 (a) 절차 유예, (b) 절차상 이전
단계로 복귀하여 장애인 단체의 협의ꞏ참여의 보장, (c)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
지 결정 이행의 보류, (d) 4(3)조 및 33(3)조의 미준수를 근거로 결정을 전체 혹은 부분
파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Ⅳ.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67. 3조는 협약의 해석과 이행을 돕는 일련의 지배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사회 포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
체를 통한 참여가 전체 조문을 관통하며 협약 전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35)
68. 당사국의 일반 의무의 일부로서 4(3)조는 전체 협약에 적용되며 의무 전체의 이행
에 중요하다.
69. 4조 1항, 2항, 5항은 필요한 구조와 틀의 수립 및 협약 준수를 위한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약이나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부분까지 확대되는, 당사국의 주
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조 3항의 이행에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가진다.
70. 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인의 평등과 비차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4(3)조와
33(3)조를 준수하여 채택 및 모니터링되어야 한다.36)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그러한 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적극적 조치 제도를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과 안내 자료를 성공적으로 채택하
고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이다.
71. 협의 절차는 장애인을 배제해서도, 손상을 바탕으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 절차 및
34) 전게서, 문단 73(h)
35)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 전문 교육 시리즈
17호’(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for Human
Rights Monitor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17) (New York and Geneva, 2010)
36) 일반논평 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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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는 장애인을 포용해야 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협의 절차 초기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일정과 기술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적절한 편의는 모든 논
의ꞏ협의 절차에서 항상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편의제공 법률ꞏ정책은 반드시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그러한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72. 협약 6조는 장애 여성ꞏ여아의 충분한 발전ꞏ진보ꞏ역량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ꞏ여아가 장애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대표 단체를 통하
여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장애 여성ꞏ여아의 단체 수
립을 장려 및 촉진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이 스스로를 대표하고 조직을 수립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4(3)조와 33(3)조에 따라 긴밀한 협의에서 이들의 효과적 참여
를 촉진해야 한다. 장애 여성ꞏ여아는 모든 이행 부처ꞏ기구와 독립적 모니터링 틀에 동등
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협의 기구ꞏ메커니즘ꞏ절차는 장애 특정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젠더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73. 장애 여성은 장애 남성과 동등하게 장애인 단체 지도부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동
등한 대표성, 여성 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장애인 상위 단체 내에 참여
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의 설계ꞏ이행ꞏ모니터링의 전제조건으로서 모든 장애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
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후견인 제도 하에 있거나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도 포함된다.
장애 여성은 자신을 배제하거나 자신에게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및 일반적으
로 여성의 권리와 젠더 평등 정책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 성과 생식에 관련된 건강ꞏ권
리에 관한 정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등을 해결하기 위
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74. 4(3)조와 33(3)조는 7조에 규정된 장애 아동 권리의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 당사
국은 장애 아동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적ꞏ국가적ꞏ국제적 수준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ꞏ정책ꞏ서비스ꞏ프로그램의 계획ꞏ이행ꞏ모니터링ꞏ평가 등 모든 측
면에 있어 대표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의 목적은 장애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 아동이 자신의 지
역사회와 사회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의무
부담자들이 인정하게 하는 데 있다. 이는 경청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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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실현에 대한 적극적 참여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37)
75. 당사국은 장애 아동에게 아동 친화적 정보 등 의견 표현의 촉진에 필요한 모든 소
통 수단38)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장애 아동
에게 의사결정 지원과 적절한 자기옹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 아동과 함께, 장애
아동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적절한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39) 또한 당사국은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보조ꞏ절차ꞏ지원을 장애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 아동 단체
의 참여는 장애 아동과 관련한 특정 이슈를 다루는 협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장애 아동의 의견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7호

76. 4(3)조는 인식 제고(8조)에 있어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함께 공영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 캠페인을
포함해 다양성을 가진 권리 소유자로서의 장애인을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상기한다.40) 모든 공공 부문의 관
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캠페인과 훈련 프로그램은 협약의 원칙을 따라야 하
며, 사회 내에 자리 잡은 젠더ꞏ장애 관련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의 인권 모
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77. 장애인 단체는 협약의 협의ꞏ모니터링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기 위해서 적절한 편의
를 포함하여 절차ꞏ메커니즘ꞏ정보통신ꞏ시설ꞏ건물에 대하여 최적의 접근성(9조)을 가져야
한다. 당사국은 가령 정보통신 기술41)의 영역 등에서 국제 접근성 표준과 유니버설 디
자인 절차를 개발ꞏ채택ꞏ이행함으로써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그러한 단체의 적
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42)

37)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청소년 참여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개념적 틀
(2018.
3).
www.unicef.org/adolescence/files/Conceptual_Framework_for_Measuring_Outcomes_of_Adolescent_P
articipation_March_2018.pdf에서 열람 가능함
38)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문단 21
39) 전게서, 문단 34
40) CRPD/C/MDA/CO/1, 문단 19; CRPD/C/AZE/CO/1, 문단 21; CRPD/C/TUN/CO/1, 문단 21
41)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 문단 5-7, 30
42) 전게서, 문단 16, 2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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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11조)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 및 인도적 행위
자들이 모든 연령의 장애 여성ꞏ남성ꞏ아동을 대표하는 모든 수준의 단체를 포함한 장애
인 단체의 적극적 참여 및 그러한 단체와의 조정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사태와 관련한 법률ꞏ정책의 개발ꞏ이행ꞏ모니터링 및 4(3)조에
따른 원조 분배 우선순위의 수립에 있어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당사
국은 무력 분쟁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국내 실향민 또는 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단체의 수립을 촉진해야 한다.
79.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12조)은 모든 장애인에게 자신의 법적 능력을 완전히 행
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선택ꞏ통제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ꞏ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장애인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협의와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위원회는 12조를 준수하지 않
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4(3)조와 33(3)조를 포용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법적 능력의 부정을 바탕으로 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80. 위원회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를 상기시키고자 한
다. 이 일반논평은 법적 능력이 사회와 의사결정 절차에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접근에 핵심이며,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실제 혹은 추정된 정신사회적 손상
을 가진 사람,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법
적 능력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개인의 자율성ꞏ의지ꞏ선호를 존
중하는 정책 개발과 협의에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의사결정 제도의 이
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81.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13조)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 체계
전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참여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모범적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민주적 체계의 구성원으로서, 가령 청구인, 피해
자, 피고, 판사, 배심원, 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43)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43)

비즐리(Beasley) 대 호주(CRPD/C/15/D/11/2013),
(CRPD/C/15/D/13/2013), 문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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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9;

로크리(Lockrey)

대

호주

긴밀한 협의는 장애인의 사법 체계 참여에 관한 법률ꞏ규제ꞏ정책ꞏ프로그램을 제정 및 개
정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핵심적이다.
82. 모든 형태의 착취ꞏ폭력ꞏ학대를 방지(16조)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해 설
계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이 독립적 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신보건 시설, 거주 시설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장
애인의 권리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33(3)조에 따라, 이는,
16(3)조 하에서 업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모니터링 기관이 33(2)조 하에서의 독립적 모
니터링 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가 적극적
으로 그러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7호

83. 자립적 생활과 지역 사회 내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협의 및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는 자립적 생
활과 지역 사회 내 포용(19조)의 권리를 이행할 때 모든 계획ꞏ전략의 채택과 후속 조치,
모니터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수준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협의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탈시설화 전략의 계획ꞏ이행ꞏ모니터링, 그리고
특히 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개발 과정은 현재 시설 환경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을 참여시켜야 한다.44)
84. 정보에 대한 접근(21조)은 장애인 단체가 모니터링 과정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필요하다. 장애인 단체는 적시에 추가 비용
없이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 및 모든 형태의 장애에 적합한 여러 기술을
통해 정보를 수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수화,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장애인이 공적 상호작용에서 선택하는 기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ꞏ방식ꞏ형식이 포함된다. 고지에 입각한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예산, 통계,
기타 정보는 협의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85.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4호(2016)에 따라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
(24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 정책ꞏ법률의 계획ꞏ이행ꞏ모니터링ꞏ평가
의 모든 측면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
44)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17), 문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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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그러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45) 포용적 교육은 4(3)조와 33(3)
조에 제시된 장애인 참여에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번영할 수 있고 사회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의 보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당사국
은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이 장애인과 협의하도록, 그리고 장애인의 의견이 교육 체계
내에서 마땅히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86. 장애인의 근로와 고용에 대한 권리(27조)와 관련한 모든 정책의 채택은 장애인 대
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그러한 단체의 참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은 고용
에 대한 접근의 보장, 개방적ꞏ포용적ꞏ비차별적ꞏ경쟁적이고 접근 가능한 고용 시장과 환
경에서의 근로의 촉진, 평등한 기회와 젠더 평등의 보장, 모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
의와 지원의 제공을 추구해야 한다.
87.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28조)의 실현은 4(3)조와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공공 정책에 있어 장애인 단체의 참여는 장애인 중에서의 배제ꞏ불
평등ꞏ빈곤과 더불어 장애인의 가족이 겪는 빈곤이 당사국의 여러 당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 단체, 실업 장애인, 고정
된 수입이 없는 장애인 또는 수급 자격이나 수당의 상실이 예상되어 근로할 수 없는 장
애인, 농촌 또는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 원주민, 장애 여성, 장애 노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8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것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치ꞏ전략ꞏ프로그램ꞏ정책ꞏ법률을 시행ꞏ검토할 때, 당사국은 장애의 주류화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요구 사항과 관점이 마땅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장
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그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야 한다.
88. 장애인의 정치적ꞏ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2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포용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선출된
대표는 정치적 의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보장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참여에 대한 권리의 필수적 요소이다.

45) 일반논평 4호, 문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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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자신
의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국제적ꞏ
지역적 선거와 전국적 총선거 시 기표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
하다.
90. 폭넓은 다양성을 가진 손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장애인들은 대표 단체를
통하여 데이터ꞏ정보 수집(31조)의 절차와 이행에 있어 협의에 참여하고 관여되어야 한다.
91.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과 이들의 협약에 따른 권리에 대한 접근에 관해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충분히 수집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수집 체계를 수립해야 한
다. 이 데이터는 성별, 연령, 민족, 도시/농촌 인구, 손상 유형, 사회경제적 신분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장애통계에 관한 워
싱턴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의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을 실행
하는 정책의 입안ꞏ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워싱턴그룹이 빠뜨린
사람들을 포함하고 또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추가적 데이터
수집 도구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92. 국제 협력(32조)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행 시,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긴밀한 파
트너십ꞏ협력ꞏ관여가 협약에 따른 개발 정책의 채택에 매우 중요하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을 포함한 국제 협력 계획ꞏ프로그
램ꞏ프로젝트의 개발ꞏ이행ꞏ모니터링의 전 수준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와 그러한 단체
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93. 34(3)조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기준을 존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4(3)조에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사국은 위원회 후보자 지명에 앞서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키고 협의의 결과를 고려하
며 이를 최종 지명에 반영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위하여 국가적 법률 틀과 절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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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94.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ꞏ정책의 개발ꞏ이행ꞏ모니터링에서 장애인
의 협의ꞏ관여의 권리를 이행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4(3)조와 33(3)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a)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손상의 유형을 막론하고 장애인이 대표
단체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법률을 폐
지한다.
(b)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설립과 지속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 틀을 채택함
으로써 장애인 단체의 설립과 기능을 수월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 공공 재정과 국제
협력을 포함한 적절한 재원 마련 메커니즘의 수립ꞏ이행과 그에 대한 접근, 역량
강화와 능력 형성을 위한 기술적 보조와 같은 지원의 제공이 포함된다.
(c)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ꞏ괴롭힘ꞏ보복의 관행 일체를 금지하여 국가적ꞏ
국제적 수준에서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또한 당사국은 위원
회 또는 기타 국제기구와 인권 메커니즘에 협조할 때를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위협ꞏ괴롭힘ꞏ보복으로부터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한다.
(d) 회원 단체의 활동을 조율하고 대표하는 상위 장애인 단체의 설립을 장려하며, 모
니터링 과정 내 장애인의 포용과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충분하게 대
표된 장애인을 포함해 서로 다른 손상을 가진 개별 장애인 단체의 설립을 촉진한
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개별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위 단체나 단체 연합을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당사국은 영구적 또
는 일시적 대책 위원회 등에 그러한 단체의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e) 장애인 단체의 참여ꞏ관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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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국과 의사결정에 있어 분명한 협의 절차를 확립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러
한 법적ꞏ정책적 틀은 결정의 채택에 앞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규
정해야 하고, 분명한 일정, 협의의 접근성, 적절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 및 기타 형태의 규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및 장
애인 단체로부터의 대표자 선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f) 11조, 12조, 50조에 제시된 바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원탁
회의, 참여적 대화, 공청회, 설문, 온라인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는 상설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여러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국가장애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자문기구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g) 출생, 건강 상태, 연령, 인종, 성별, 언어, 국적, 민족, 원주민 출신 또는 사회적 출
신, 성적 지향성, 젠더 정체성, 간성, 종교, 정치적 소속, 이민자의 신분, 손상 집
단 또는 기타 상태를 포함하여 폭넓은 다양성을 가진 배경을 반영하여 장애인 단
체를 통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한다.
(h) 장애 여성ꞏ여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히 여성과 젠더 평
등의 권리에 대한, 그리고 성폭력과 학대를 포함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관련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
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 여성의 참여를 확보한다.
(i) 특히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해 모든 수준의 공적 의사결정 절차의 계획ꞏ이행ꞏ모니터링ꞏ평가에 있
어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 및 대표 단체를 통하여 긴밀히 협의
하고 그러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장애인 관점의 제공에 있어서의 합
리적이고 현실적인 일정 및 적합한 재정과 지원을 제공한다.
(j)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있어 장애인 단체 혹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들의 부모ꞏ
가족을 포함한 장애인 집단의 설립, 역량 구축, 재정 마련, 효과적 참여를 장려하
고 지원한다. 여기에는 지역ꞏ국가ꞏ역내(역내통합기구 포함)ꞏ국제 수준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구상ꞏ설계ꞏ개선ꞏ이행에 있어 이루어지는 모든 지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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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4(3)조 및 33(3)조에 대한 당사국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에서 장
애인 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l) 장애인 단체의 관여를 거쳐, 4(3)조와 33(3)조 하에서 당사국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유의미한 제재와 구제책을 갖춘 효과적 집행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m)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고립된 사람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에
게, 적절한 편의의 제공, 모든 시설ꞏ자료ꞏ회의에 대한 접근성, 공적 의사결정, 협
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진술ꞏ절차ꞏ정보통신에 대한 요청을 보장한다.
(n) 공적 의사결정, 협의, 모니터링 절차에 있어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에게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보조를 제공한다. 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 절차에 있어 장애 아동
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아동 친화적이며 투명하고 장애인의 표현ꞏ
사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o) 협의와 절차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해 가능한 형식을 사용하여 모든
장애인 단체에게 포용적으로 진행한다.
(p) 장애인 단체가, 조세 감면, 국가 복권 등을 포함하여, 개인, 민간 기업, 시민사회
단체, 당사국, 국제기구와 같은 다양한 국가적ꞏ국제적 출처로부터 재정 및 기타
형태의 재원을 제공받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q)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 특정적이지 않은 법적 영역에서의 기존 협의 절
차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절차로 만든다.
(r) 공적 예산편성 절차, ‘지속가능 개발 목표’(Sub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
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모니터링, 국제적 의사결정, 다른 당사국과의 국제 협력에
관하여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이들과 긴밀히 협의한
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국가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
와 의견을 주류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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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모든 수준의 정부 내 담당 부서와 조정 메커니즘에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참
여하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독립적 모니터링 틀 내에서도 장애인
의 협력과 대표성을 보장한다.
(t) 역내 및 국제 수준의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있어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
와 관여를 촉진하고 보장한다.
(u)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모범적 참여, 구체
적 일정,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지표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참
여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여의 범위를 설명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장애인 단체 대표의 수를 보고함으로써 측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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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mment No. 1 (2014)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 Introduction
1. Equality before the law is a basic general princip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s indispensable for the exercise of other human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pecifically
guarantee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urther describes the content of this civil right and
focuses on the areas in which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traditionally been denied
the right. Article 12 does not set out additiona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simply describes the specific elements that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o ensure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2. Given the importance of this article, the Committee facilitated interactive forums
for discussions on legal capacity. From the very useful exchange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by experts, States parties,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reaty monitoring bodie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United
Nations agencies, the Committee found it imperative to provide further guidance in
a general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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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 the basis of the initial reports of various States parties that it has reviewed
so far,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ere is a general misunderstanding of the exact
scope of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Indeed,
there has been a general failure to understand that the human rights-based model of
disability implies a shift from the substitute decision-making paradigm to one that is
based on supported decision- making. The aim of the present general comment is to
explore the general obligations deriving from the various components of article 12.
4. The present general comment reflects an interpretation of article 12 which is
premi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s outlined in article 3, namely,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individual autonomy —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one’s own choices —, and independence of persons; non-discrimination;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human diversity and humanity; equality of
opportunity; accessibility;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respect for the evolving
capac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spect for 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reserve their identities.
5.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specify that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s operative “everywhere”.
In other words, there are no permissible circumstance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which a person may be deprived of the right to recogniti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or in which this right may be limited. This is reinforced by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allows no derogation
from this right, even in times of public emergency. Although an equivalent prohibition
on derogation from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s not specifi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rovision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covers such protection by virtue of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Convention, which establish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not derogate from existing international law.
6.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is also reflected in other core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uarantees women’s equality before
the law and requires the recognition of women’s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men, including with regard to concluding contracts, administering proper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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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ing their rights in the justice system. Article 3 of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provides for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o enjoy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rticle 3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nshrines the right to juridical personality an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recogniti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7. States parties must holistically examine all areas of law to ensure that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egal capacity is not restricted on an unequal basis with
others. Historically,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denied their right to legal capacity
in many areas in a discriminatory manner under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such
as guardianship, conservatorship and mental health laws that permit forced treatment.
These practices must be abolished in order to ensure that full legal capacity is resto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8.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ffirms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full
legal capacity. Legal capacity has been prejudicially denied to many groups throughout
history, including women (particularly upon marriage) and ethnic minorities. Howeve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ain the group whose legal capacity is most commonly denied
in legal systems worldwide.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mplies that
legal capacity is a universal attribute inherent in all persons by virtue of their humanity
and must be uphel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Legal
capacity is indispensable for the exercise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t acquires a special signific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y have
to make fundamental decisions regarding their health, education and work. The denial
of legal capac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in many cases, led to their being
deprived of many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marry
and found a family, reproductive rights, parental rights, the right to give consent for
intimate relationships and medical treatment, and the right to liberty.
9.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ith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can be affected by denial of legal capacity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However, persons with cognitive or psychosocial disabilities have been, and
still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and denial
of legal capacity. The Committee reaffirms that a person’s status as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the existence of an impairment (including a physical or sensory impairment)
must never be grounds for denying legal capacity or any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2. All practices that in purpose or effect violate article 12 must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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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sure that full legal capacity is resto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10. This general comment focuses primarily on the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2 and
the State obligations that emerge therefrom.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carry out
work in this area so as to provide further in-depth guidance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deriving from article 12 in future concluding observations, general comments and other
documents.

Ⅱ.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2
Article 12, paragraph 1
11. Article 12, paragraph 1, reaffirms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recognized as persons before the law. This guarantees that every human being is
respected as a person possessing legal personality,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recognition of a person’s legal capacity.

Article 12, paragraph 2
12. Article 12, paragraph 2, recogniz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reas of life. Legal capacity includes the capacity
to be both a holder of rights and an actor under the law. Legal capacity to be a holder
of rights entitles a person to full protection of his or her rights by the legal system.
Legal capacity to act under the law recognizes that person as an agent with the power
to engage in transactions and create, modify or end legal relationships. The right to
recognition as a legal agent is provided for in article 12,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which outlines the duty of States parties to “take all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wn or inherit property, to control
their own financial affairs and to have equal access to bank loans, mortgag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credit, and …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arbitrarily
deprived of their property”.
13. Legal capacity and mental capacity are distinct concepts. Legal capacity is the ability
to hold rights and duties (legal standing) and to exercise those rights and duties (legal
agency). It is the key to accessing meaningful participation in society. Mental capacity
refers to the decision-making skills of a person, which naturally vary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may be different for a given person depending on many factors, including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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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Legal instrument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6),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16)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 15) do not specify the distinction between mental and legal capacity.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makes it
clear that “unsoundedness of mind” and other discriminatory labels are not legitimate
reasons for the denial of legal capacity (both legal standing and legal agency).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perceived or actual deficits in mental capacity must not
be used as justification for denying legal capacity.
14. Legal capacity is an inherent right accorded to all peop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noted above, it consists of two strands. The first is legal standing to
hold rights and to be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before the law. This may include,
for example, having a birth certificate, seeking medical assistance, registering to be on
the electoral role or applying for a passport. The second is legal agency to act on those
rights and to have those actions recognized by the law. It is this component that is
frequently denied or diminish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example, laws may
allow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wn property, but may not always respect the actions
taken by them in terms of buying and selling property. Legal capacity means that all
peop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legal standing and legal agency simply
by virtue of being human. Therefore, both strands of legal capacity must be recognized
for the right to legal capacity to be fulfilled; they cannot be separated. The concept
of mental capacity is highly controversial in and of itself. Mental capacity is not, as
is commonly presented, an objective, scientific and naturally occurring phenomenon.
Mental capacity is contingent on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as are the disciplines,
professions and practices which play a dominant role in assessing mental capacity.
15. In most of the State party reports that the Committee has examined so far, the
concepts of mental and legal capacity have been conflated so that where a person is
considered to have impaired decision-making skills, often because of a cognitive or
psychosocial disability, his or her legal capacity to make a particular decision is
consequently removed. This is decided simply on the basis of the diagnosis of an
impairment (status approach), or where a person makes a decision that is considered
to have negative consequences (outcome approach), or where a person’s decision-making
skills are considered to be deficient (functional approach). The functional approach
attempts to assess mental capacity and deny legal capacity accordingly. It is often based
on whether a person can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a decision 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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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he or she can use or weigh the relevant information. This approach is flawed
for two key reasons: (a) it is discriminatorily appli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b) it presumes to be able to accurately assess the inner-workings of the human mind
and, when the person does not pass the assessment, it then denies him or her a core
human right —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n all of those approaches,
a person’s disability and/or decision- making skills are taken as legitimate grounds for
denying his or her legal capacity and lowering his or her status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12 does not permit such discriminatory denial of legal capacity, but,
rather, requires that support be provided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Article 12, paragraph 3
16. Article 12, paragraph 3, recognizes that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ccess to support in the exercise of their legal capacity.
States parties must refrain from den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ir legal capacity
and must, rather,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the support necessary to
enable them to make decisions that have legal effect.
17.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must respect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hould never amount to substitute decision-making.
Article 12, paragraph 3, does not specify what form the support should take. “Support”
is a broad term that encompasses both informal and formal support arrangements, of
varying types and intensity. For example,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choose one or
more trusted support persons to assist them in exercising their legal capacity for certain
types of decisions, or may call on other forms of support, such as peer support, advocacy
(including self-advocacy support), or assistance with communication.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exercise of their legal capacity might include measures relating
to universal design and accessibility — for example, requiring private and public actors,
such as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information in an understandable
format or to provide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 in order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erform the legal acts required to open a bank account,
conclude contracts or conduct other social transactions. Support can also constitute the
development and recognition of diverse, non-conventional methods of communication,
especially for those who use non-verbal forms of communication to express their will
and preferences. For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bility to plan in advance is
an important form of support, whereby they can state their will and preferences which
should be followed at a time when they may not be in a position to communicat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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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es to others.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ngage in advance
planning and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do so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States parties can provide various forms of advance planning mechanisms to
accommodate various preferences, but all the options should be non-discriminatory.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a person, where desired, to complete an advance planning
process. The point at which an advance directive enters into force (and ceases to have
effect) should be decided by the person and included in the text of the directive; it
should not be based on an assessment that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18. The type and intensity of support to be provided will vary significantly from one
person to another owing to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d), which sets out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human diversity and human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onvention. At all times, including in crisis situations, the individual autonomy
and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ake decisions must be respected.
19.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seek recognition of their right to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 12,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and may not wish to exercise their right to support, as provided for in
article 12, paragraph 3.

Article 12, paragraph 4
20. Article 12, paragraph 4, outlines the safeguards that must be present in a system
of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Article 12, paragraph 4, must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rest of article 12 and the whole Convention. It requires States
parties to create appropriate and effective safeguards for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safeguards must be to ensure the respect of the person’s
rights, will and preferenc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safeguards must provide
protection from abu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21. Where, after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made, it is not practicable to determine
the will and preferences of an individual, the “best interpretation of will and
preferences” must replace the “best interests” determinations. This respects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the individu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paragraph 4.
The “best interests” principle is not a safeguard which complies with article 12 in
relation to adults. The “will and preferences” paradigm must replace the “best
interests” paradigm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the right to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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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22. All people risk being subject to “undue influence”, yet this may be exacerbated
for those who rely on the support of others to make decisions. Undue influence is
characterized as occurring, where the quality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pport
person and the person being supported includes signs of fear, aggression, threat,
deception or manipulation. Safeguards for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must include
protection against undue influence; however, the protection must respect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 including the right to take risks and make mistakes.

Article 12, paragraph 5
23. Article 12, paragraph 5,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other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respect to financial and economic affair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ccess to finance and property has traditionally been deni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That approach of den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legal capacity for financial matters must be replaced with
support to exercise legal capac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paragraph 3. In the
same way as gender may not be used as the basis for discrimination in the areas of
finance and property,1 neither may disability.

Ⅲ.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24.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n this regard, States parties should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deprives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States parties should take action to prevent non-State actors
and private persons from interfering with the a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alize
and enjoy thei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legal capacity. One of the aims
of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is to build the confidence and skill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at they can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with less support
in the future, if they so wish.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provide training for
persons receiving support so that they can decide when less support is needed or when
they no longer require support in the exercise of their legal capacity.
1

See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 1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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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n order to fully recognize “universal legal capacity”, whereby all persons, regardless
of disability or decision-making skills, inherently possess legal capacity, States parties
must abolish denials of legal capacity that are discriminatory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purpose or effect.2
26.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States parties’ initial reports, in relation to article
12,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repeatedly stated that
States parties must “review the laws allowing for guardianship and trusteeship, and take
action to develop laws and policies to replace regimes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by supported decision-making, which respects the person’s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27.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 including plenary
guardianship, judicial interdiction and partial guardianship. However, these regimes have
certain common characteristics: they can be defined as systems where (i) legal capacity
is removed from a person, even if this is in respect of a single decision; (ii) a substitute
decision-maker can be appointed by someone other than the person concerned, and this
can be done against his or her will; and (iii) any decision made by a substitute
decision-maker is based on what is believed to be in the objective “best interests” of
the person concerned, as opposed to being based on the person’s own will and
preferences.
28. States parties’ obligation to replace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by supported
decision-making requires both the abolition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and
the development of supported decision-making alternatives. The development of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s in parallel with the maintenance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is not sufficient to comply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29. A 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 comprises various support options which give
primacy to a person’s will and preferences and respect human rights norms. It should
provide protection for all rights, including those related to autonomy (right to legal
capacity,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right to choose where to live, etc.)
and rights related to freedom from abuse and ill-treatment (right to lif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etc.). Furthermore, system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should not overregulate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s
can take many forms, they should all incorporate certain key provisions to ensure
2

Se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2, in conjunction with a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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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follow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must be available to all. A person’s level of support
needs, especially where these are high, should not be a barrier to obtaining
support in decision-making;
(b) All forms of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including more intensive
forms of support, must be based on the will and preference of the person,
not on what is perceived as being in his or her objective best interests;
(c) A person’s mode of communication must not be a barrier to obtaining support
in decision-making, even where this communication is non-conventional, or
understood by very few people;
(d) Legal recognition of the support person(s) formally chosen by a person must
be available and accessible, and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facilitate the
creation of support, particularly for people who are isolated and may not have
access to naturally occurring support in the community. This must include a
mechanism for third parties to verify the identity of a support person as well
as a mechanism for third parties to challenge the action of a support person
if they believe that the support person is not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 concerned;
(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set out in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for States parties to take measures to “provide access” to
the support required,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support is available at
nominal or no cos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at lack of financial
resources is not a barrier to accessing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f) Support in decision-making must not be used as justification for limiting other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marry, or establish a civil partnership, and found a family, reproductive
rights, parental rights, the right to give consent for intimate relationships and
medical treatment, and the right to liberty;
(g) The person must have the right to refuse support and terminate or change the
support relationship at any time;
(h) Safeguards must be set up for all processes relating to legal capacity and support

192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No.
1

in exercising legal capacity. The goal of safeguards is to ensure that the person’s
will and preferences are respected.
(i) The provision of support to exercise legal capacity should not hinge on mental
capacity assessments; new, non-discriminatory indicators of support needs are
required in the provision of support to exercise legal capacity.
30.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civil and political
right, with roo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ttach at the moment of ratification and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take steps to immediately realize those rights. As such,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2 apply at the moment of ratification and are subject to immediate realization. The
State oblig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2, paragraph 3, to provide access to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is an obligation for the fulfilment of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Progressive realization” (art. 4, para.
2) does not appl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Upon ratifying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immediately begin taking steps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2. Those steps must be deliberate, well-planned and include consultation
with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organizations.

Ⅳ. Relationship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31. Recognition of legal capacity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enjoyment of many other
human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access justice (art. 13); the right to be free
from involuntary detention in a mental health facility and not to be forced to undergo
mental health treatment (art. 14); the right to respect for one’s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art. 17);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art. 18); the right
to choose where and with whom to live (art. 19);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rt. 21); the right to marry and found a family (art. 23); the right to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art. 25); and the right to vote and stand for election (art. 29). Without
recognition of the pers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the ability to assert, exercise and
enforce those rights, and many other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is
significantly com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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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32. To achieve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legal capacity must not be denied
discriminatorily. Article 5 of the Convention guarantees equality for all persons under
and before the law and the right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t expressly prohibits
al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s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Denial of legal capacity having the purpose or effect
of interfering with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s a violation of articles 5 and 12 of the Convention. States have the ability to
restrict the legal capacity of a person based on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bankruptcy
or criminal conviction. However,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nd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equires that when the State denies legal capacity, it must
be on the same basis for all persons. Denial of legal capacity must not be based on
a personal trait such as gender, race, or disability, or have the purpose or effect of
treating the person differently.
33. Freedom from discrimination in the recognition of legal capacity restores autonomy
and respects the human dignity of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enshrined
in article 3 (a) of the Convention. Freedom to make one’s own choices most often
requires legal capacity. Independence and autonomy include the power to have one’s
decisions legally respected. The need for support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in
making decisions shall not be used to question a person’s legal capacity.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human diversity and
humanity (art. 3 (d)) is incompatible with granting legal capacity on an assimilationist
basis.
34. Non-discrimination includes the right to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art. 5, para. 3). Reasonable accommodation i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right to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is separate from, and complementary
to, the right to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States partie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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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any necessary modifications or adjustments to allow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unless it is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Such
modifications or adjustment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ccess to essential
buildings such as courts, banks, social benefit offices and voting venues; accessible
information regarding decisions which have legal effect; and personal assistance. The
right to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shall not be limited by the claim of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The State has an absolute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to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Article 6: Women with disabilities
35.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ovides for women’s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men, thereby
acknowledging that recognition of legal capacity is integral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States parties shall accord to women, in civil matters, a legal capacity identical
to that of men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exercise that capacity. In particular, they
shall give women equal rights to conclude contracts and to administer property and
shall treat them equally in all stages of procedure in courts and tribunals” (para. 2).
This provision applies to all women, including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gnizes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may
be subject to multiple and intersectional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disability. For example, women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ed to high rates of forced
sterilization, and are often denied control of their reproductive health and
decision-making, the assumption being that they are not capable of consenting to sex.
Certain jurisdictions also have higher rates of imposing substitute decision-makers on
women than on men. Theref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reaffirm that the legal
capac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ecogniz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7: Children with disabilities
36. While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protects equality before the law for all persons,
regardless of age, article 7 of the Convention recognizes the developing capacities of
children and requires that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be a primary consideration” (para. 2) and that “their views
[be]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and maturity” (para. 3). To comply
with article 12, States parties must examine their laws to ensure that the will and
preferenc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respect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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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Accessibility
37.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2 are closely tied to State obligations relating
to accessibility (art. 9) because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s necessary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fully in all aspects
of life. Article 9 requires the identification and elimination of barriers to facilities or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Lack of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inaccessible services may constitute barriers to the realization of
legal capacity for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ractice. Therefore, States parties
must make all procedures for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and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ertaining to it, fully accessible. States parties must review their laws
and practices to ensure that the right to legal capacity and accessibility are being realized.

Article 13: Access to justice
38.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justic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legal capacity
is essential for access to justice in many respects. In order to seek enforcement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be
recognized as persons before the law with equal standing in courts and tribunals. States
parties must als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is has been identified as a problem in many jurisdictions
and must be remedied, including by ensuring that persons who experience interference
with their right to legal capacity have the opportunity to challenge such interference
— on their own behalf or with legal representation — and to defend their rights in
cour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often been excluded from key roles in the justice
system as lawyers, judges, witnesses or members of a jury.
39. Police officers, social workers and other first responders must be trained to recogn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full persons before the law and to give the same weight
to complaints and statements from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y would to nondisabled persons. This entails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in these important
professi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also be granted legal capacity to testif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guarantees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including the capacity to testify in judicial, administrative
and other legal proceedings. Such support could take various forms, including recognition
of diverse communication methods, allowing video testimony in certain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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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 accommodation,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other assistive methods. The judiciary must also be trained and made aware of
their obligation to respect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legal
agency and standing.

Articles 14 and 25: Liberty, security and consent
40. Respecting the right to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es respect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The denial of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detention in institutions against their will, either without their consent or with the consent
of a substitute decision-maker, is an ongoing problem. This practice constitutes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and violates articles 12 and 14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refrain from such practices and establish a mechanism to review cases whereby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placed in a residential setting without their specific
consent.
41. The right to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5) includes
the right to health care on the basis of free and informed consent.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require all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als (including psychiatric
professionals) to obtain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ior
to any treatment. In conjunction with the right to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not to permit substitute decision-makers to
provide consent on behalf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l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hould ensure appropriate consultation that directly engages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They should also ensure,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that assistants or support persons
do not substitute or have undue influence over the decis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s 15, 16 and 17: Respect for personal integrity and freedom from
torture,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42. As has been stated by the Committee in several concluding observations, forced
treatment by psychiatric and other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als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nd an infringement of the rights to personal
integrity (art. 17); freedom from torture (art. 15); and freedom from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art. 16). This practice denies the legal capacity of a person to choose medical
treatment and is therefore a violation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instead, respect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ake decisions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197

at all times, including in crisis situations; must ensure that accurate and accessible
information is provided about service options and that non-medical approaches are made
available; and must provide access to independent support.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to support for decisions regarding psychiatric and other
medical treatment. Forced treatment is a particular problem for persons with
psychosocial, intellectual and other cognitive disabilities. States parties must abolish
policies and legislative provisions that allow or perpetrate forced treatment, as it is an
ongoing violation found in mental health laws across the globe, despite empirical
evidence indicating its lack of effectiveness and the views of people using mental health
systems who have experienced deep pain and trauma as a result of forced treatment.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States parties ensure that decisions relating to a
person’s physical or mental integrity can only be taken with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Article 18: Nationality
43.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a name and registration of their birth
as part of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 18, para.
2). States parties mus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registered at birth. This right i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7); howev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disproportionately
likely not to be registered as compared with other children. This not only denies them
citizenship, but often also denies them access to health care and education, and can
even lead to their death. Since there is no official record of their existence, their death
may occur with relative impunity.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44. To fully realize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2, it is imperativ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and express their will and preferences,
in order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is mean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have the opportunity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and to make choices and to have control over their everyday liv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 19.
45. Interpreting article 12, paragraph 3, in the light of the right to live in the community
(art. 19) means that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should be provided through
a community-based approach. States parties must recognize that communities ar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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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tners in the process of learning what types of support are needed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including raising awareness about different support options. States
parties must recognize the social networks and naturally occurring community support
(including friends, family and school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key to supported
decision- making.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s emphasis on the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46. The segreg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continues to be a pervasive
and insidious problem that violates a number of the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nvention. The problem is exacerbated by the widespread denial of legal capac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llows others to consent to their placement in
institutional settings. The directors of institutions are also commonly vested with the
legal capacity of the persons residing therein. This places all power and control over
the person in the hands of the institution.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institutionalization must be
achieved and legal capacity must be restored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must
be able to choose where and with whom to live (art. 19). A person’s choice of where
and with whom to live should not affect his or her right to access support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legal capacity.

Article 22: Privacy
47.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in addition to being incompatibl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lso potentially violate the right to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substitute decision-makers usually gain access to a wide range of personal
and other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son. In establishing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s,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those providing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fully respect the right to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9: Political participation
48. Denial or restriction of legal capacity has been used to deny political participation,
especially the right to vote, to certai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fully realize
the equal recognition of legal capacity in all aspects of lif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art. 29). This
means that a person’s decision-making ability cannot be a justification for any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exercising their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and the right to serve as a member of a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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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the support of their choice in voting by secret ballot, and to
participate in all elections and referendums without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States parties guarante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tand for election, to hold office effectively and to perform all public functio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with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support, where desired,
in the exercise of their legal capacity.

Ⅴ.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50. In the light of the normative content and obligations outlined above, States parties
should take the following step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Recogn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ersons before the law, having legal
personality and legal capacity in all aspects of lif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is requires the abolition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 and
mechanisms that deny legal capacity and which discriminate in purpose or effect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recommended that States parties create
statutory language protecting the right to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for
all;
(b) Establish, recognize and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ccess to a broad
range of support in the exercise of their legal capacity. Safeguards for such
support must be premised on respect for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upport should meet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29 above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comply with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c)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policies and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give effect to article 12.
51. The Committee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undertake or devote resources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est practices respecting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of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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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52.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develop effective mechanisms to combat both formal
and informal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this end, the Committee urges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oices
in their lives and develop their personalities, to support the exercise of their legal
capacity.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opportunities to build social networks;
opportunities to work and earn a living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multiple choices
for place of residence in the community; and inclusion in education at al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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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mment No. 2 (2014)
Article 9: Accessibility
Ⅰ. Introduction
1. Accessibility is a precond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fully and equally in society. Without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o transporta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nd to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persons with disabilities would not have equal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ir respective societies. It is no coincidence that accessibility is
one of the principles on whic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based (art. 3 (f)). Historically,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movement has argued
that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public trans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 precondition for freedom of movement, as guaranteed under article 1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imilarly,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seen as a precondition fo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9, paragraph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Article 25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nshrines
the right of every citizen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or her countr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could serve as a basis to incorporate
GE.14-0331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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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access into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3.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uarantees everyone the right of access to any place or service intended
for use by the general public, such as transport, hotels, restaurants, cafes, theatres and
parks (art. 5 (f)). Thus, a precedent has been establish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framework for viewing the right to access as a right per se. Admittedly,
for members of different racial or ethnic groups, the barriers to free access to places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were the result of prejudicial attitudes and a readiness
to use force in preventing access to spaces that were physically accessible. However,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 technical and environmental — in most cases, human-built
environmental — barriers such as steps at the entrances of buildings, the absence of
lifts in multi-floor buildings and a lack of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The built
environment always relates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s well as customs;
therefore the built environment is under the full control of society. Such artificial barriers
are often the result of a lack of information and technical know-how rather than a
conscious will to prev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accessing places or services
intended for use by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introduce policies that allow better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fight against stigma and discrimination, through
ongoing education efforts, awareness-raising, cultural campaigns and communication.
4.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learly establish
the right of access as pa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ccessibility should be
viewed as a disability-specific reaffirmation of the social aspect of the right of acces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s accessibility as one
of its key underlying principles — a vital precondition for the effective and equal
enjoyment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ibility should be viewed not only in the context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but also as a way of investing in society and as an integral par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5. While different people and organizations understand differently w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means,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ICT
is an umbrella term that includes an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or
application and its content. Such a defini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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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such as radio, television, satellite, mobile phones, fixed lines, computers,
network hardware and software. The importance of ICT lies in its ability to open up
a wide range of services, transform existing services and create greater demand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particularly in underserved and excluded
population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dopted in Dubai in 2012) enshrines the righ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recommendations.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could serve as a basis for reinforcing States parties’ national
legislative frameworks.
6. In its general comment No. 5 (1994)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voked the duty of States to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 The Standard Rule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the accessibility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cept is developed in rule 5, in
which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targeted as areas for priority action for States. The significance of accessibility can
be derived also from general comment No. 14 (2000)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para.
12). In its general comment No. 9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es that the physical in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other facilities, including governmental buildings, shopping
area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is a major factor in the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arkedly compromises their access to services, including
health and education (para. 39). The importance of accessibility was reiterat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ts general comment No. 17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7. The World Report on Disability Summary, published in 2011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World Bank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rgest consultation ever
an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hundreds of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disability,
stresses that the built environment, transport system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often in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p. 10).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revented from enjoying some of their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seek employment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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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he right to health care, owing to a lack of accessible transpor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accessibility laws remains low in many countr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often denied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wing to the
in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ven in countries wher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exist for deaf persons, the number of qualified interpreters is
usually too low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their services, and the fact that the
interpreters have to travel individually to clients makes the use of their services too
expensive.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disabilities as well as deaf-blind
persons face barriers when attempting to acc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wing
to a lack of easy-to-read formats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of
communication. They also face barriers when attempting to access services due to
prejudices and a lack of adequate training of the staff providing those services.
8. The report, Making Television Accessible, published in 2011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 cooperation with the 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ighlights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one billion people who live with some form of disability are unable to enjoy
the audiovisual content of television. This is due to the inaccessibility of content,
information and/or devices necessary for them to access those services.
9. Accessibility was recognized by the mainstream ICT community since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held in Geneva in 2003. Introduced and
driven by the disability community, the concept was incorporated in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adopted by the Summit, which in paragraph 25 state, “the sharing and
strengthening of global knowledge for development can be enhanced by removing
barriers to equitable access to information for economic, social, political, health, cultural,
educational, and scientific activities and by facilitating access to public domain
information, including by universal design and the use of assistive technologies”.2
10.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considered
accessibility as one of the key issues in each of the 10 interactive dialogues it has
held with States parties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ir initial reports, prior to the
drafting of the present general comme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ose reports
all contain recommendations concerning accessibility. One common challenge has been

2

See “Declaration of Principles: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a global challenge in the new
Millennium”, adopted by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at its first phase, held in Geneva
in 2003 (WSIS-03/GENEVA/DOC/4-E), par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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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ck of an adequat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ccessibility standards and relevant legislation. In some States parties, monitoring
wa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authorities that lacked the technical knowledge and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other common
challenge has been the lack of training provided to the relevant stakeholders and
insufficient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ensuring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1.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also addressed the
issue of accessibility in its jurisprudence. In the case of Nyusti and Takács v. Hungary
(communication No. 1/2010, Views adopted on 16 April 2013), the Committee was
of the view that all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must be acce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tate party was called upon to ensure that blind persons had access
to automatic teller machines (ATMs). The Committee recommended, inter alia,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minimum standards for the accessibility of banking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visual and other types of impairments;
… create a legislative framework with concrete, enforceable and time-bound benchmarks
for monitoring and assessing the gradual modification and adjustment by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of previously inaccessible banking services provided by them into accessible
ones; … and ensure that all newly procured ATMs and other banking services are fully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10.2 (a)).
12. Given these precedents and the fact that accessibility is indeed a vital precond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fully and equally in society and enjoy
effectively all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Committee finds it
necessary to adopt a general comment on article 9 of the Convention on accessibility,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of procedure and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Ⅱ. Normative content
13. Article 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pulates
that,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fully in
all aspects of life,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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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ransporta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and to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both in urban and in rural areas”. It is important that accessibility
is addressed in all its complexity, encompassing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The focus is no longer on legal personality
and the public or private nature of those who own buildings, transport infrastructure,
vehicl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As long as goods, products and
services are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they must be accessible to all,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owned and/or provided by a public authority or a private enterpris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have equal access to all goods,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in a manner that ensures their effective and
equal access and respects their dignity. This approach stems from the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denial of access should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scriminatory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petrator is a public or private entity. Accessibility should
be provided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the type of impairme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legal or social status,
gender or age. Accessibility should especially take into account the gender and age
perspectiv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4.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learly enshrines accessibility as the precond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participate fully and equally in society,
and have unrestricted enjoyment of all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9 has roots in 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article 25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and article 5 (f)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right of access to
any place or service intended for public use. When those two core human rights treaties
were adopted, the Internet, which has changed the world dramatically, did not exis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first human rights
treaty of the 21st century to address access to ICTs; and it does not create new rights
in that regar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the notion of equality in
international law has also changed over the past decades, with the conceptual shift from
formal equality to substantive equality having an impact on the duties of States parties.
States’ obligation to provide accessibility is an essential part of the new duty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equality rights. Accessibility should therefore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o access from the specific perspective of disability.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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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ensured through strict implementation of
accessibility standards. Barriers to access to existing objects, facilities, goods and services
aimed at or open to the public shall be removed gradually in a systematic and, more
importantly, continuously monitored manner, with the aim of achieving full accessibility.
15. The strict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to all new goods, products, facilities,
technologies and services should ensure full, equal and unrestricted access for all
potential consumer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way that takes full account
of their inherent dignity and diversity. It shoul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unrestricted chain of movement for an individual from one space to another, including
movement inside particular spaces, with no barri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users should be able to move in barrier-free streets, enter accessible low-floor vehicles,
acc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nter and move inside universally designed
buildings, using technical aids and live assistance where necessary.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does not automatically eliminate the need for technical aids. Its
application to a building from the initial design stage helps to make construction much
less costly: making a building accessible from the outset might not increase the total
cost of construction at all in many cases, or only minimally in some cases. On the
other hand, the cost of subsequent adaptations in order to make a building accessible
may be considerable in some cases, especially with regard to certain historical buildings.
While the initial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is more economical, the potential cost
of subsequent removal of barriers may not be used as an excuse to avoid the obligation
to remove barriers to accessibility gradually.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cluding ICT, should also be achieved from the outset because
subsequent adaptations to the Internet and ICT may increase costs. It is therefore more
economical to incorporate mandatory ICT accessibility feature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design and production.
16.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makes society accessible for all human beings,
not only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significant that article 9 explicitly imposes
on States parties the duty to ensure accessibility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Evidence
has shown that accessibility is usually better in bigger cities than in remote, less
developed rural areas, although extensive urbanization can sometimes also create
additional new barriers that prevent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o the built environment, transport and services, as well as more sophistic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in heavily populated, bustling urban area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ccess should be avail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e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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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ritage par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at the public can enter and enjoy.

17. Article 9, paragraph 1, requires States parties to identify and eliminate obstacles
and barriers to accessibility to, inter alia:
(a) Buildings, roads, transportation and other indoor and outdoor facilities,
including schools, housing, medical facilities and workplaces;
(b)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electronic services
and emergency services. The other indoor and outdoor facilities, mentioned
above, should include law enforcement agencies, tribunals, prisons, social
institutions, areas for social interaction and recreation, cultural, religious,
political and sports activities, and shopping establishments. Other services
should include postal, banking,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18. Article 9, paragraph 2, stipulates the measures States parties must take in order
to develop, promulgat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national standards
for the accessibility of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Those
standard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other States parties in order to
ensure interoperability with regard to free mov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art. 18)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are
also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private entities that offer facilities and
services that are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9, para. 2 (b)).
19. Since a lack of accessibility is often the result of insufficient awareness and technical
know-how, article 9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provide training to all stakeholders on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2 (c)). Article 9 does not attempt to
enumerate the relevant stakeholders; any exhaustive list should include the authorities
that issue building permits, broadcasting boards and ICT licences, engineers, designers,
architects, urban planners, transport authorities, service providers,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organizations. Training
should be provided not only to those designing goods, services and products, but also
to those who actually produce them. In addition, strengthening the direct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roduct development would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existing needs and the effectiveness of accessibility tests. Ultimately, it is the builders
on the construction site who make a building accessible or not. It is important to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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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lace training and monitoring systems for all these groups in order to ensur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ccessibility standards.
20. Movement and orientation in buildings and other places open to the public can
be a challenge for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if there is no adequate signage,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 support services. Article 9, paragraph 2
(d) and (e), therefore provides that buildings and other places open to the public should
have signage in Braille and in easy-to-read and understand forms, and that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guides, readers and professional sign-language interpreters
should be provided to facilitate accessibility. Without such signage,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upport services, orientation and movement in and
through buildings may become impossible for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ose experiencing cognitive fatigue.
21. Without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joyment of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and many other basic rights and freedo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be seriously undermined and restricted. Article 9, paragraph 2 (f) to (g), of the
Convention therefore provide that States parties should promote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guides, readers and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ers (para.
2 (e)), promote other appropriate forms of assistance and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eir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mot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including the Internet,
through the application of mandatory accessibility standar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hould be available in easy-to-read formats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and method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use such formats, modes and methods.
22. New technologies can be used to promote the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but only if they are designed and produced in a way that
ensures their accessibility. New investments, research and production should contribute
to eliminating inequality, not creating new barriers. Article 9, paragraph 2 (h), therefore
calls on States parties to promote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t an early stage,
so that these technologies and systems become accessible at minimum cost. The use
of hearing enhancement systems, including ambient assistive systems to assist hearing
aid and induction loop users, and passenger lifts pre-equipped to allow us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during emergency building evacuations constitute just some of the
examples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service of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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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ince accessibility is a precond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s provided for in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and to participate fully
and equally in society, denial of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discrimination. Taking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that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4, para.
1 (b)) constitutes the main general obligation for all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al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art. 5, para. 2). “In order to promote equali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art. 5, para. 3).
24.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drawn between the obligation to ensure access to
all newly designed, built or produced objects, infrastructure, goods,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 obligation to remove barriers and ensure access to the existing physical
environment and existing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other of the States parties’ general obligations is to
“undertake or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ally designed goods, services,
equipment and facilitie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which should require
the minimum possible adaptation and the least cost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promote their availability and use, and to promote universal
design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guidelines” (art. 4, para. 1 (f)). All new
objects, infrastructure, facilities, goods, products and services have to be designed in
a way that makes them fully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the existing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open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as this obligation
is to be implemented gradually,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definite time frames and
allocate adequate resources for the removal of existing barriers. Furthermore, States
parties should clearly prescribe the duties of the different authorities (including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d entities (including private entities) that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ensure accessibility. States parties should also prescribe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s to ensure accessibility and monitor sanctions against anyone who fails to
implement accessibi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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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ccessibility is related to groups, whereas reasonable accommodation is related to
individuals. This means that the duty to provide accessibility is an ex ante duty. States
parties therefore have the duty to provide accessibility before receiving an individual
request to enter or use a place or service. States parties need to set accessibility standards,
which must be adopted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y need to be specified for service-providers, builder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ccessibility standards must be broad and standardized. In the case of
individuals who have rare impairments that were not taken into account when the
accessibility standards were developed or who do not use the modes, methods or means
offered to achieve accessibility (not reading Braille, for example), even the application
of accessibility standards may not be sufficient to ensure them access. In such cases,
reasonable accommodation may appl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are not allowed to use austerity measures as an excuse to avoid ensuring gradual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obligation to implement accessibility is
unconditional, i.e. the entity obliged to provide accessibility may not excuse the omission
to do so by referring to the burden of providing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 contrarily, exists only if implementation
constitutes no undue burden on the entity.
26.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n ex nunc duty, which means
that it is enforceable from the moment an individual with an impairment needs it in
a given situation, for example, workplace or school, in order to enjoy her or his rights
on an equal basis in a particular context. Here, accessibility standards can be an indicator,
but may not be taken as prescriptive. Reasonable accommodation can be used as a
means of ensuring accessibility for an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in a particular situa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seeks to achieve individual justice in the sense that
non-discrimination or equality is assured, taking the dignity, autonomy and choices of
the individual into account. Thus, a person with a rare impairment might ask for
accommodation that falls outside the scope of any accessibility standard.

Ⅲ.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27. Even though ensuring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is often a precondition
for the effective enjoyment of various civil and political right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can ensure that access is achieved through gra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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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when necessary as well as through the u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 analysis of the situation to identify the obstacles and barriers that need to be removed
can be carried out in an efficient manner and within a short- to mid-term framework.
Barriers should be removed in a continuous and systematic way, gradually yet steadily.
28.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adopt, promulgate and monitor national accessibility
standards. If no relevant legislation is in place, adopting a suitable legal framework
is the first step.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aws
on accessibility in order to identify, monitor and address gaps in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Disability laws often fail to include ICT in their definition of
accessibility, and disability rights laws concerned with non-discriminatory access in areas
such as procurement, employment and education often fail to include access to ICT
and the many goods and services central to modern society that are offered through
ICT. It is important that the review and adoption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are
carried out in close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rt. 4, para. 3), as well as all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and expert associations of architects, urban
planners, engineers and designers. Legislation should incorporate an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as required by the Convention (art. 4, para. 1 (f)). It should
provide for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accessibility standards and for sanctions,
including fines, for those who fail to apply them.
29. It is helpful to mainstream accessibility standards that prescribe various areas that
have to be accessible, such as the physical environment in laws on construction and
planning, transportation in laws on public aerial, railway, road and water transpo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However, accessibility
should be encompassed in general and specific laws on equal opportunities, equality
and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the prohibition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Denial of access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a prohibited act of discrimin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been denied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 services open to the public should have effective
legal remedies at their disposal. When defining accessibility standards, States parties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sure that
accessibility is provided to persons of any gender and of all ages and types of disability.
Part of the task of encompassing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vision
of accessibility is recognizing that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need human or animal
assistance in order to enjoy full accessibility (such as personal assistance, s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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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tactil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or guide dogs). It must be stipulated,
for example, that banning guide dogs from entering a particular building or open space
would constitute a prohibited act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30.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mum standards for the accessibility of different
services provided by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for persons with different types of
impairments. Reference tools such as the ITU-T recommendation 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Checklist for standardization activities (2006) and the 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TU-T
recommendation F.790) should be mainstreamed whenever a new ICT-related standard
is developed. That would allow the generalization of universal design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a legislative framework with specific,
enforceable, time-bound benchmarks for monitoring and assessing the gradual
modification and adjustment by private entities of their previously inaccessible services
into accessible ones. States parties should also ensure that all newly procured goods
and services are fully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mum standards must
be develop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can also b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States part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join ITU study groups in the
radio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nd development sectors of the Union, which
actively work at mainstreaming accessibilit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CT standards and at raising industry’s and governments’
awareness of the need to increase access to I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cooperation can be useful in develop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contribute to the interoperability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related services, States parties must ensure at least a minimum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for the relatively new types of services, such as personal
assistanc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tactile signing, aiming at their
standardization.
31. When reviewing their accessibility legislation, States parties must consider and,
where necessary, amend their laws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s a minimum, the following situations in which lack of accessibility has prevented
a person with disabilities from accessing a service or facility open to the public should
be considered as prohibited acts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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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ere the service or facility was established after relevant accessibility
standards were introduced;
(b) Where access could have been granted to the facility or service (when it came
into existence) through reasonable accommodation.
32. As part of their review of accessibility legislation, States parties must also consider
their laws on public procurement to ensure that their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incorporate accessibility requirements. It is unacceptable to use public funds to create
or perpetuate the inequality that inevitably results from inaccessible services and
facilities. Public procurements should be used to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in lin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ensure
accessibility and de facto equa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33. States parties should adopt action plans and strategies to identify existing barriers
to accessibility, set time frames with specific deadlines and provide both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to remove the barriers. Once adopted, such action plans
and strategies should be strictly implemented. States parties should also strengthen their
monitoring mechanisms in order to ensure accessibility and they should continue
providing sufficient funds to remove barriers to accessibility and train monitoring staff.
As accessibility standards are often implemented locally, continuous capacity-building
of the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is
of paramount importance. States parti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develop an effective
monitoring framework and set up efficient monitoring bodies with adequate capacity
and appropriate mandates to make sure that plans, strategies and standardization are
implemented and enforced.

Ⅳ. Relationship with other articles of the Convention
34. The duty of States parties to ensure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Denial of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constitutes an act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that is prohibited
by article 5 of the Convention. Ensuring accessibility pro futuro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implementing the general obligation to develop universally designed goods,
services, equipment and facilities (art. 4, para.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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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wareness-raising is one of the precondition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accessibility is often
viewed narrowly, as accessibility to the built environment (which is significant, but
only one aspect of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ould strive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to raise awareness about accessibility among all relevant
stakeholders. The all-encompassing nature of accessibility should be addressed, providing
for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Awareness-raising should also stress that the duty to observe accessibility
standards applies equally to the public and to the private sector. It should promote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and the idea that designing and building in an accessible
way from the earliest stages is cost-effective and economical. Awareness-raising should
b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nd technical expert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capacity-building
for the application and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accessibility standards. The
media should not only take into account the accessibility of their own programmes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should also take an active role in promoting
accessibility and contributing to awareness- raising.
36. Ensuring full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is indeed a vital precondition for the
effective enjoyment of many right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situations of risk,
natural disasters and armed conflict, the emergency services must be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their lives cannot be saved or their well-being protected
(art. 11). Accessibility must be incorporated as a priority in post-disaster reconstruction
efforts. Therefore, disaster risk reduction must be accessible and disability-inclusive.
37. There can be no effective access to justice if the buildings in which law-enforcement
agencies and the judiciary are located are not physically accessible, or if the servic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y provide are not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13). Safe houses, support services and procedures must all be accessible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and meaningful protection from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rt. 16).
Accessible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ervices
are a precondition for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ir respective local
communities and for them to have an independent life (art. 19).
38. Articles 9 and 21 intersect on the issu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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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rovides that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xercis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through all form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It goes on to describe
in detail how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n be ensured in
practice. It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provide information intended for the general
public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ble formats and technologies appropriate
to different kinds of disabilities” (art. 21 (a)). Furthermore, it provides for “facilita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Brail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nd
all other accessible means, mode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fficial interactions” (art. 21 (b)). Private entit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are urg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services in accessible and usable forma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21 (c)) and the mass media, including providers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re encouraged to make their services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21
(d)). Article 21 also requires States parties to recognize and promote the use of sign
langu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4, 27, 29 and 30 of the Convention.
39. Without accessible transport to schools, accessible school buildings, and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woul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exercise their right to education (art. 24 of the Convention). Thus schools have to
be accessible, as is explicitly indicated in article 9, paragraph 1 (a), of the Convention.
However, it is the entire process of inclusive education that must be accessible, not
just buildings, but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cluding ambient or FM assistive
systems, support service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in schools. In order to foster
accessibility, education as well as the content of school curricula should promote and
be conducted in sign language, Braille, alternative script,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and orientation (art. 24, para.
3 (a)),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appropriate language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used by blind, deaf and deaf-blind students. Modes and means of
teaching should be accessible and should be conducted in accessible environments. The
whole environ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must be designed in a way that fosters
inclusion and guarantees their equality in the entire process of their education.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24 of the Convention should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core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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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Health care and social protection would remain unattain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access to the premises where those services are provided. Even if
the buildings where the health-care and social protection services are provided are
themselves accessible, without accessible transport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unable to travel to the places where the services are being provided.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ertaining to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hould be accessible
through sign language, Braille, accessible electronic formats, alternative script,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gender dimension of accessibility when
providing health care, particularly reproductive health care fo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gynaecological and obstetric services.
41.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not effectively enjoy their work and employment rights,
as d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if the workplace itself is not accessible.
Workplaces therefore have to be accessible, as is explicitly indicated in article 9, paragraph
1 (a). A refusal to adapt the workplace constitutes a prohibited act of disability- based
discrimination. Besides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the workplace, persons with disabilities
need accessible transport and support services to get to their workplaces. All information
pertaining to work, advertisements of job offers, selection processes and communication
at the workplace that is part of the work process must be accessible through sign language,
Braille, accessible electronic formats, alternative script,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All trade union and labour rights must
also be accessible, as must training opportunities and job qualifications. For example,
foreign language or computer courses for employees and trainees must be conducted
in an accessible environment in accessible forms, modes, means and formats.
42. Article 28 of the Convention addresses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oul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both mainstream and disability-specific social protection measures and
services are provided in an accessible manner, in accessible buildings, and that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ertaining to them is accessible through sign language,
Braille, accessible electronic formats, alternative script,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Social housing programmes should offer
housing that is, inter alia,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43.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guarantees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nd to take part in running public affair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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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ies would be unable to exercise those rights equally and effectively if States
parties failed to ensure that voting procedures, facilities and materials were appropriate,
accessible and easy to understand and use. It is also important that political meetings
and materials used and produced by political parties or individual candidates participating
in public elections are accessible. If no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in an equal manne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elected to public office must have equal opportunities to carry out their mandate
in a fully accessible manner.
44. Everyone has the right to enjoy the arts, take part in sports and go to hotels, restaurants
and bars. However, wheelchair users cannot go to a concert if there are only stairs
in the concert hall. Blind persons cannot enjoy a painting if there is no description
of it they can hear in the gallery. Hard of hearing persons cannot enjoy a film if there
are no subtitles. Deaf persons cannot enjoy a theatrical play if there is n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annot enjoy a book if there is no
easy- to-read version or a version i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Article 30
of the Convention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 Enjoy access to cultural materials in accessible formats;
(b) Enjoy access to television programmes, films, theatre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in accessible formats;
(c) Enjoy access to places for cultural performances or services, such as theatres,
museums, cinemas, libraries and tourism services, and, as far as possible, enjoy
access to monuments and sites of national cultural importance.
The provision of access to cultural and historical monuments that are part of national
heritage may indeed be a challenge in some circumstances. However,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strive to provide access to these sites. Many monuments and sites of
national cultural importance have been made accessible in a way that preserves their
cultural and historical identity and uniqueness.
45.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and utilize their creative, artistic and intellectual
potential” (art. 30, para.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law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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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e an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barrier to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ultural materials” (art. 30, para. 3).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dopted in June 2013, should
ensure access to cultural material without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barri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abroad or as a member
of a minority in another country and who speak or use the same language or means
of communication, especially those facing challenges accessing classic print material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ntitl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recognition and support of
their specific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Article 30, paragraph 4, stresses the
recognition of and support for sign languages and deaf culture.
46. Article 3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in order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recreational,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instream sporting activities at all levels;
(b)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n opportunity to organize, develop
and participate in disability-specific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nd, to
this end, encourage the provis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ppropriate
instruction, training and resources;
(c)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porting, recreational
and tourism venues;
(d) To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equal access with other children
to participation in play, recreation and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including
those activities in the school system;
(e)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ervices from thos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recreational, tourism,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47.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described in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should be
a significant tool in the promotion of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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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projects aimed at improving ICT and other access infrastructure. All new
investments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used
to encourage the removal of existing barriers and prevent the creation of new barriers.
It is unacceptable to use public funds to perpetuate new inequalities. All new objects,
infrastructure, facilities, goods, products and services must be fully accessible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used not merely to invest
in accessible goods, products and services, but also to foster the exchange of know-how
and information on good practice in achieving accessibility in ways that will make
tangible changes that can improve the lives of mill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rldwid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tandardization is also important, as is the fact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be supported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cesses to develop, implement and monitor
accessibility standards. Accessibility must be an integral part of any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48. The monitoring of accessibility is a crucial aspect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parties to designate focal points within their governments for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establish national
frameworks to monitor implementation which include one or more independent
mechanisms. Civil society should also be involved and should participate fully in the
monitoring process. It is crucial that the bodies established further to article 33 are
duly consulted when measures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article 9 are considered.
Those bodies should be provided with meaningful opportunities to, inter alia, take part
in the drafting of national accessibility standards, comment on existing and draft
legislation, submit proposals for draft legislation and policy regulation, and participate
fully in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al campaigns. The process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hould be performed
in an accessible manner that promotes and ensures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rticle 49 of the Convention
requires that the text of the Convention be made available in accessible formats. This
is an innovation in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een as setting a precedent in that respect for
all future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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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mment No. 3 (2016)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1. The present general comment was prepar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rule 47 of its rules of procedure, which
states that the Committee may prepare general comments based on the various artic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assisting States parties in fulfilling
their reporting obligations, and with paragraphs 54-57 of its working methods.
2. There is strong evidence to show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face barriers
in most areas of life. These barriers create situations of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equal access to education, economic opportunities, social interaction and justice;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11 and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to exercise
control over their own lives across a range of contexts, for example with regard to
health care, includ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to where and with
whom they wish to live.

Ⅰ. Introduction
3.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and policies on disability have historically neglected
aspects related to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turn, laws and policies addressing
women have traditionally ignored disability. This invisibility has perpetuated the situation
of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World Bank, World Report on Disability (Genev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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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2 Women with disabilities are often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grounds
of gender and/or disability, and on other grounds as well.
4.

In the present general comment, the following terms are used:
(a) “Women with disabilities” refers to all women, girls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b) “Sex” and “gender”, where “sex” refers to biological differences and “gender”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that a society or culture views as masculine or
feminine;
(c) “Multiple discrimination”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 person experiences
discrimination on two or more grounds, leading to discrimination that is
compounded or aggravated.3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refers to a situation
where several grounds interact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in such a
way as to be inseparable.4 Grounds for discrimination include age, disability,
ethnic, indigenous, national or social origin, gender identity, political or other
opinion, race, refugee, migrant or asylum seeker status, religion, sex and sexual
orientation.

5.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a homogenous group. They include indigenous
women; refugee, migrant, asylum-seeking and internally displaced women; women in
detention (hospitals, residential institutions, juvenile 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prison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from different ethnic, religious and racial
backgrounds; women with multiple disabilities and high levels of support; women with
albinism; and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women, as well as intersex persons.
The divers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also includes all types of impairments, in other
words physical, psychosocial, intellectual or sensory conditions that may or may not
come with functional limitations. Disability is understood as the social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impairment and the social and material environment, as
describ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6.
2
3
4

Gradual changes in law and policy have occurred since the 1980s and the recognition

See www.un.org/womenwatch/enable.
Se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4) 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para. 12.
Ibid.,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2010) on the cor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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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increased. Jurisprudence develop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ve highlighted concerns that need to be addressed
regard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At a policy level, various United Nations bodies have started addressing issues fac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a number of regional strategies address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clude them.
7. Article 6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 response
to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ho worked
hard to have that article included in the treaty. Article 6 reinforces the non-discriminatory
approach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n respect of women and girls, and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go beyond refraining from taking discriminatory actions to adopting
measures aimed at the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motion of measures to empower them by recognizing
that they are distinct rights holders, providing channels to have their voice heard and
to exercise agency, raising their self-confidence and increasing their power and authority
to take decisions in all areas affecting their lives. Article 6 should guide States parties
to comply with their Convention-related responsibilities to promote,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from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and a development perspective.
8. Gender equality is central to human rights. Equality is a fundamental human rights
principle that is inherently relative and context-specific.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requires, first and foremos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tructures and power relations that frame laws and policies, as well as of economic
and social dynamics, family and community life, and cultural beliefs. Gender stereotypes
can limit women’s capacity to develop their own abilities, pursue professional careers
and make choices about their lives and life plans. Both hostile/negative and seemingly
benign stereotypes can be harmful. Harmful gender stereotypes need to be recognized
and addressed in order to promote gender equality. The Convention enshrines an
obligation to combat stereotypes, prejudices and harmful practic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based on sex and age, in all areas of life.
9. Article 6 is a binding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provision that unequivocally
outlaw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s equality of
opportunity and equality of outcomes.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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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discriminated against than men and boys with disabilities and women and girls
without disabilities.
10.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contributions made during its half-day of general
discussion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held during its ninth session in April
2013, highlighted a range of topics and identified three main subjects of concern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violenc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discrimination. Furthermor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has expressed concern about: the prevalence of multiple
discrimination and of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5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on account of their
gender, disability and other factors6 that are not sufficiently addressed in legislation
and policies;7 the right to life;8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9 the persiste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10 including sexual violence11 and
abuse;12 forced sterilization;13 female genital mutilation;14 sexual and economic
exploitation;15 institutionalization;16 the lack of or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17 in public and political life;18 the lack
of inclus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disability policies;19 the lack of a disability-rights
perspective in policies promoting gender equality;20 and the lack of or insufficient number
of specific measures to promote the education and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21

See, for example, CRPD/C/SLV/CO/1, para. 17, and CRPD/C/UKR/CO/1, para. 9.
See, for example, CRPD/C/AUT/CO/1, para. 17, and CRPD/C/ECU/CO/1, para. 16.
7 See, for example, CRPD/C/BRA/CO/1, para. 16, and CRPD/C/EU/CO/1, para. 20
8 See, for example, CRPD/C/MEX/CO/1, para. 34, CRPD/C/AZE/CO/1, para. 18.
9 See, for example, CRPD/C/ARG/CO/1, para. 31.
10 See, for example, CRPD/C/BEL/CO/1, para. 30.
11 See, for example, CRPD/C/AUS/CO/1, para. 16, and CRPD/C/CHN/CO/1 and Corr.1, paras. 57, 65
and 90.
12 See, for example, CRPD/C/SLV/CO/1, para. 37, and CRPD/C/CZE/CO/1, para. 34.
13 See, for example, CRPD/C/MUS/CO/1, para. 29, and CRPD/C/NZL/CO/1, para. 37.
14 See, for example, CRPD/C/GAB/CO/1, para. 40, and CRPD/C/KEN/CO/1, para. 33.
15 See, for example, CRPD/C/DOM/CO/1, para. 32, and CRPD/C/PRY/CO/1, para.17.
16 See, for example, CRPD/C/HRV/CO/1, para. 23, and CRPD/C/SVK/CO/1, para. 55.
17 See, for example, CRPD/C/QAT/CO/1, para. 13, and CRPD/C/ECU/CO/1, paras. 12 and 16.
18 See, for example, CRPD/C/CRI/CO/1, para. 13, and CRPD/C/ECU/CO/1, para. 16.
19 See, for example, CRPD/C/SWE/CO/1, para. 13, and CRPD/C/KOR/CO/1, para. 13.
20 See, for example, CRPD/C/AZE/CO/1, para. 16, and CRPD/C/ESP/CO/1, para. 21.
21 See, for example, CRPD/C/DNK/CO/1, para. 18, and CRPD/C/NZL/CO/1, para. 1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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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ormative content
11. The present general comment reflects an interpretation of article 6 that is premi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utlined in article 3 of the Convention, namely: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individual autonomy,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one’s own
choices, and independence of persons; non-discrimination;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human diversity and humanity; equality of opportunity; accessibility;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respect for the evolving capac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spect for 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reserve their
identities.
12. Article 6 is a cross-cutting article related to all the other articles of the Convention.
It should remind States parties to include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all actions aimed at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positive measures
need to be taken in order to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against
multiple discrimination and can enjo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6 (1)
13. Article 6 (1) recognizes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and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tak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by women with disabilitie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Convention refers to multiple discrimination in article 5 (2), which not only requires
States parties to prohibit any ki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but also to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on other grounds.22 The Committee has included, in its
jurisprudence, reference to measures to address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23
14.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s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at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22
23

Se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para. 12.
See CRPD/C/MUS/CO/1, CRPD/C/BRA/CO/1, CRPD/C/CZE/CO/1, CRPD/C/DNK/CO/1,
CRPD/C/AUS/CO/1, CRPD/C/SWE/CO/1 and CRPD/C/DEU/CO/1,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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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It include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s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made on the basis of sex
that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or enjoyment
or exercise by women,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15.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asonable
accommodation” is defined a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s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sequently, and in line with
article 5 (2)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In its recent
jurisprudence,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made reference to reasonable accommodation in connection to women with disabilities’
access to employment.24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n ex nunc
duty, meaning that it is enforceable from the moment a person requests it in a given
situation in order to enjoy his or her rights on an equal basis in a particular context.
Failure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may amount
to discrimination under articles 5 and 6.25 An example of reasonable accommodation
could be an accessible facility in the workplace that would allow a woman with a
disability to breastfeed.
16. The concept of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recognizes that individuals do not
experience discrimination as members of a homogenous group but, rather, as individuals
with multidimensional layers of identities, statuses and life circumstances. It
acknowledges the lived realities and experiences of heightened disadvantage of
individuals caused by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which requires
targeted measures to be taken with respect to disaggregated data collection, consultation,
policymaking, the enforceability of non-discrimination policies and the provision of
effective remedies.
24
25

See, for example, CEDAW/C/HUN/CO/7-8 and Corr.1, para. 45. 4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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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can take many forms: (a)
direct discrimination; (b) indirect discrimination; (c)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 (d)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e) structural, or systemic, discrimination.
Irrespective of the form it takes,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violates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 Direct discrimination occurs when women with disabilities are treated less
favourably than another person in a similar situation for a reason related to
a prohibited ground. It also includes detrimental acts or omissions on the basis
of prohibited grounds where there is no comparable similar situation.26 For
example, direct discrimination occurs when the testimonies of women with
intellectual or psychosocial disabilities are dismissed in court proceedings
because of legal capacity, thus denying those women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 as victims of violence;
(b) Indirect discrimination refers to laws, policies or practices that appear neutral
when taken at face value but that nonetheless have a disproportionately negative
impact27 on women with disabilities. For example, health-care facilities may
appear neutral but are discriminatory when they do not include accessible
examination beds for gynaecological screenings;
(c)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 i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n the basis
of their association with a person with a disability. Often, women in a caregiver
role experience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 For example, the mother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may be discriminated against by a potential employer
who fears that she may be a less engaged or available worker because of her
child;
(d)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s discrimination that occurs when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s and adjustments (that do not impose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are denied despite being needed to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enjo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28 For example, a woman with a disability
may be denied reasonable accommodation if she cannot undergo a mammogram
26
27
28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10.
Ibid.
See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28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at a health centre owing to the physical inaccessi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e) Structural, or systemic, discrimination is reflected in hidden or overt patterns
of discriminatory institutional behaviour, discriminatory cultural traditions and
discriminatory social norms and/or rules. Harmful gender and disability
stereotyping, which can lead to such discrimination, is inextricably linked to
a lack of policies, regulations and services specificall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or example, owing to stereotyping based on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disability, women with disabilities may face barriers when reporting
violence, such as disbelief and dismissal by the police, prosecutors and courts.
Likewise, harmful practices are strongly connected to and reinforce socially
constructed gender roles and power relations that can reflect negative
perceptions of, or discriminatory beliefs regarding, women with disabilities,
such as the belief that men with HIV/AIDS can be cured by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with women with disabilities.29 The lack of awareness, training and
policies to prevent harmful stereotyping of women with disabilities by public
officials, be they teachers, health service providers, police officers, prosecutors
or judges, and by the public at large can often lead to the violation of rights.
18. Women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not only in the public
realm, but also in the private sphere, for example, within the family or in relation to
private social service provid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long acknowledged
State party responsibility for discrimination perpetrated by private, non-State actors.30
States parties must adopt legal provisions and procedures that explicitly recognize
multiple discrimination to ensure complaints made on the basis of more than one ground
of discrimination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both liability and remedies.

Article 6 (2)
19. Article 6 (2) addresses the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It assumes that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can be guaranteed to women
29
30

See A/HRC/20/5 and Corr.1, para. 24.
See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s No. 18 (1989) on non-discrimination, para. 9, and
No. 28 (2000) on the equality of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para. 3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0, para. 11;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para. 9; an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comment No. 25 (2000)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para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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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tates parties strive to achieve and promote these rights using the appropriate means
and in all of the areas addressed by the Convention.
20. In line with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nd promote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Measures can be of a legislative, educational,
administrative, cultural, political, linguistic or other nature. Measures are appropriate
if they respect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goal of guaranteeing to
women with disabilities the exercise and enjoyment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t out in the Convention. Measures may be temporary or long-lasting and
should overcome de jure and de facto inequality. While temporary special measures
such as quotas might be necessary to overcome structural, or systemic, multiple
discrimination, long-lasting measures such as reforming laws and policies to ensure th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of life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achieving substantive equalit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21. All measures must ensure the full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lthough development relates to economic growth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it is not limited to those areas. While gender- and
disability-sensitive development measures in the areas of education, employment,
income-generation and combating violence, among others, may be appropriate to ensure
the full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ddi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with regard to health and participation in politics, culture and sports.
22. In order to advance and empower women with disabilities, measures must go beyond
the goal of development and also aim at improving the situ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roughout their lifespan. It is not enough to take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account when designing development measures; rather, women with disabilities must
also be able to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society.
23. In line with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ensuring the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means promoting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mak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have historically encountered many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making. Owing to power imbalances and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they have had fewer opportunities to establish or join organizations that
can represent their needs as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ould
reach out directly to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 adequate measures
to guarantee that their perspectives are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at they wi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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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bjected to any reprisals for expressing their points of view and concerns, especially
in relation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s well as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Finally, States parties must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not just disability-specific
consultative bodies and mechanisms.31

Ⅲ. States parties’ obligations
24.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oth under article 6 and under all other substantive
provisions, in order to guarantee them the enjoyment and exercise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se duties imply taking legal, political,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other measures.
25. The obligation to resp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refrain from interfering with
the enjoyment of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s suc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that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must be abolished. Laws that do not allow women with disabilities to marry
or choose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e
common examples of such discrimination. Furthermore, the duty to respect implies
refraining from engaging in any act or practice that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6 and
other substantive provisions and ensuring that public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m.32
26. The obligation to protect means that States parties have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infringed upon by third parties. Thus, States parties
must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and/or
impairment by any person, organization or private enterprise. It also includes 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by preventing violence 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protecting
victims and witnesses from violations, investigating, prosecuting and punishing those
responsible, including private actors, and providing access to redress and reparations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33 For example, States parties could promote the
31
32
33

See A/HRC/31/62, para. 70.
See art. 4 (1) (d)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e 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general comment No. 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4) on harmful practices,
footnot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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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of professionals in the justice sector to make sure that there are effective
remed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o have been subjected to violence.
27. The obligation to fulfil imposes an ongoing and dynamic duty to adopt and apply
the measures needed to secure the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must adopt a twin-track approach by: (a)
systematically mainstreaming the interests and right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all national action plans, strategies34 and policies concerning women, childhood and
disability, as well as in sectoral plans concerning, for example, gender equality, health,
violence,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employment, access to justice and social
protection; and (b) taking targeted and monitored action aimed specifically at women
with disabilities. A twin-track approach is essential for reducing inequality in respect
of participation and the enjoyment of rights.

Ⅳ.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6 and other articles of the Convention
28. The cross-cutting nature of article 6 inextricably links it to all other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being related to those articles that include
an explicit reference to sex and/or gender, article 6 is particularly interrelated interrelated
with the provisions dealing with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rt. 16) and
wit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cluding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arts. 23 and 25); and spher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 other
relevant articles.

A.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rt. 16)
29. Women with disabilities are at a heightened risk of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compared to other women.35 Violence may be interpersonal or institutional and/or
structural. Institutional and/or structural violence is any form of structural inequality
or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at keeps a woman in a subordinate position, whether
physically or ideologically, compared with other people in her family,36 household or
community.
30. Enjoyment by women with disabilities of the right to freedom from exploitation,
34
35
36

See art. 4 (1) (c)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e A/67/227, para. 13.
See CRPD/C/HRV/CO/1,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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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and abuse can be hindered by harmful stereotypes that heighten the risk of
experiencing violence. Harmful stereotypes that infantilize women with disabilities and
call into question their ability to make judgments, percep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s being asexual or hypersexual and erroneous beliefs and myths heavily influenced
by superstition that increase the risk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albinism37
all stop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as set out in article 16.
31. Examples of violence, exploitation and/or abus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that violate article 16 include the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a disability as a
consequence of violence, physical force; economic coercion; trafficking and deception;
misinformation; abandonment; the absence of free and informed consent and legal
compulsion; neglect, including the withholding or denial of access to medication; the
removal or control of communication aids and the refusal to assist in communicating;
the denial of personal mobility and accessibility by, for example, removing or destroying
accessibility features such as ramps, assistive devices such as white canes or mobility
devices such as wheelchairs; the refusal by caregivers to assist with daily activities
such as bathing, menstrual and/or sanitation management, dressing and eating, which
hinders enjoyment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to freedom from degrading
treatment; the withholding of food or water, or the threat of doing so; the infliction
of fear by intimidation through bullying, verbal abuse and ridicule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the harming or threat of harming, removing or killing pets or assistance dogs
or destroying objects; psychological manipulation; and the exercise of control, for
example by restricting face-to-face or virtual access to family, friends or others.
32. Certain forms of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may be considered as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as breaching a number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mong them are: forced, coerced and otherwise
involuntary pregnancy or sterilization;38 any medical procedure or intervention
performed without free and informed consent, including procedures and interventions
related to contraception and abortion; invasive and irreversible surgical practices such
as psychosurgery,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surgery or treatment performed on
intersex children without their informed consent; the administration of electroshock
treatment and the use of chemical, physical or mechanical restraints; and isolation or
seclusion.

37
38

See A/HRC/24/57, para. 74.
See CRPD/C/MEX/CO/1, para.37.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233

No.
3

33.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es rape.39 Sexual abuse occurs
in all scenarios, within State and non-State institutions and within the family or the
community. Some women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deaf and deafblind women40
and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ay be at an even greater risk of violence
and abuse because of their isolation, dependency or oppression.
34. Women with disabilities may be targeted for economic exploitation because of their
impairment, which can in turn expose them to further violence. For example, women
with physical or visible impairments can be trafficked for the purpose of forced begging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ey may elicit a higher degree of public sympathy.41
35. The often preferential care and treatment of boys means that violence against girls
with disabilities is more prevalent than it is against boys with disabilities or girls in
general. Violence against girls with disabilities includes gender-specific neglect,
humiliation, concealment, abandonment and abuse, including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which increases during pubert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also
disproportionately likely not to be registered at birth,42 which exposes them to
exploitation and violence. Girls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at risk of violence from
family members and caregivers.43
36. Girls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at risk of harmful practices, which are justified
by invoking sociocultural and religious customs and values. For example, girls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die as a result of “mercy killings” than boys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ir families are unwilling or lack the support to raise a girl with an impairmen
t.44 Other examples of harmful practices include infanticide,45 accusations of “spirit
possession” and restrictions in feeding and nutrition. In addition, the marriage of girl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gir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justified under the pretext
of providing future security, care and financing. In turn, child marriage contributes to
higher rates of dropping out of school and to early and frequent childbirth. Girl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social isolation, segregation and exploitation inside the family,
including by being excluded from family activities, prevented from leaving home, forced
39
40
41
42
43
44
45

See A/67/227, para. 35.
40 See CRPD/C/BRA/CO/1, para. 14.
See A/HRC/20/5 and Corr.1, para. 25.
See, for example, CRC/C/TGO/CO/3-4, para. 8 and 39.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13.XX.1).
See A/HRC/20/5 and Corr.1, para. 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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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erform unpaid housework and being forbidden from attending school.
37. Women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ed to the same harmful practices committed
against women without disabilities such as forced marriage, female genital mutilation,
crimes committed in the name of so-called honour, dowry-related violence, widowhoodrelated practices and accusations of witchcraft.46 The consequences of these harmful
practices go far beyond social exclusion. They reinforce harmful gender stereotypes,
perpetuate inequalities and contribute to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hey
can result in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and economic exploitation. Harmful
practices based on patriarchal interpretations of culture cannot be evoked to justify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at risk of “virgin testing”47 and, regarding HIV/AIDS-related
misbeliefs, “virgin rapes”.48

B.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cluding respect for the home
and the family (arts. 23 and 25)
38. Wrongful stereotyping related to disability and gender is a form of discrimination
that has a particularly serious impact on the enjoyment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the right to a found a family. Harmful stereotyp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e the belief that they are asexual, incapable, irrational, lacking control
and/or hypersexual. Like all women,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s well as the right to have control over
and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matters related to their sexuality, includ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ree of coerci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49
39. Women with disabilities face multiple barriers to the enjoyment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nd access to justice.
In addition to facing barriers resulting from multipl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gender and disability, some women with disabilities, such as refugees, migrants and
asylum seekers, face additional barriers because they are denied access to health care.
Women with disabilities may also face harmful eugenic stereotypes that assume tha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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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general comment No. 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4) on harmful
practices,, para. 7.
Ibid., para. 9.
See A/HRC/20/5 and Corr.1,, para. 24.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ir review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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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ill give birth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us lead women with disabilities
being discouraged or prevented from realizing their motherhood.50
40. Women with disabilities may also be denied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cluding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based on harmful
stereotypes that assume that they are asexual and do not therefore require such informat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formation may also not be available in accessible format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includes information about all aspect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maternal health, contraceptives, family planning,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HIV prevention, safe abortion and post-abortion care,
infertility and fertility options, and reproductive cancer.51
41. Lack of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deaf and deafblind
women, can increase their risk of being subjected to sexual violence.52
42. Health-care facilities and equipment, including mammogram machines and
gynaecological examination beds, are often physically inaccessible for women with
disabilities.53 Safe transpor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attend health-care facilities
or screening programmes may be unavailable, unaffordable or inaccessible.
43. Attitudinal barriers raised by health-care staff and related personnel may result in
women with disabilities being refused access to health-care practitioners and/or services,
especially women with psychosocial or intellectual impairments, deaf and deafblind
women and women who are still institutionalized.54
44. In practice, the choic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women with
psychosocial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often ignored and their decisions are often
substituted by those of third parties, including legal representatives, service providers,
guardians and family members, in violation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55 All women with disabilities must be able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50
51
52
53
54
55

See A/67/227, para. 36.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2 (2016)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 18.
See, for example, CRPD/C/MEX/CO/1, para. 50 (b).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para. 40, and, for example, CRPD/C/DOM/CO/1, para. 46.
See A/HRC/20/5 and Corr.1, para. 3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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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king their own decisions, with support when desired, with regard to medical and/or
therapeutic treatment, including by taking their own decisions on retaining their fertility
and reproductive autonomy, exercising their right to choose the number and spacing
of children, consenting and accepting a statement of fatherhood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establish relationships. Restricting or removing legal capacity can facilitate forced
interventions, such as sterilization, abortion, contraception, female genital mutilation,
surgery or treatment performed on intersex children without their informed consent and
forced detention in institutions.56
45. Forced contraception and sterilization can also result in sexual violence without
the consequence of pregnancy, especially for women with psychosocial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women in psychiatric or other institutions and women in custody. Theref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reaffirm that the legal capac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ecognized on an equal basis with that of others57 and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found a family and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assistance
to raise their children.
46. Harmful gender and/or disability stereotypes based on such concepts as incapacity
and inability can result in mothers with disabilities facing legal discrimination, which
is why these women are significantly overrepresented in child protection proceedings
and disproportionately lose contact and custody of their children, who are subject to
adoption proceedings and/or to being placed in an institution. In addition, a husband
can be granted separation or divorce on the basis of his wife’s psychosocial disability.

C.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 other articles of the
Convention
Awareness-raising (art. 8)

47. Women with disabilities are exposed to compounded stereotypes that can be
particularly harmful. Gender and disability stereotypes affecting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e: being burdensome to others (i.e., they must be cared for, are a cause of hardship,
an affliction and a responsibility, or require protection); being vulnerable (i.e., they ar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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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ICEF and WHO, “Eliminating
forced, coercive and otherwise involuntary sterilization: an interagency statement” (WHO, 2014).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para. 35.
Ibid., para. 31. See also art.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t.
15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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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defenceless, dependent, reliant or unsafe); being victims (i.e., they are
considered to be suffering, passive or helpless) or inferior (i.e., they are considered
unable, inadequate, weak or worthless); having a sexual abnormality (e.g., they are
stereotyped as asexual, inactive, overactive, incapable or sexually perverse); or being
mystical or sinister (stereotyped as cursed, possessed by spirits, practitioners of
witchcraft, harmful or bring either good or bad luck). Gender and/or disability
stereotyping is the practice of ascribing to a specific individual a stereotypical belief;
it is wrongful when it results in a violation or in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 example of this is the failure of the justice system to hold
the perpetrator of sexual violence against a woman with disability accountable based
on stereotypical views about the women’s sexuality or her credibility as a witness.
Accessibility (art. 9)
48. The lack of consideration given to gender and/or disability aspects in policies
relating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o transporta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nd to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both in urban and
rural areas, prevents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living independently and participating
fully in all areas of lif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is is especially relevant in
term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ccess to safe houses, support services and procedures
that provide effective and meaningful protection from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or in terms of providing health care, in particular reproductive health care.58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rt. 11)
49.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occupation of territories, natural disasters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women with disabilities are at an increased risk of sexual
violence and are less likely to have access to recovery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r
access to justice.59 Women refugees, migrants and asylum seekers with disabilities may
also face an increased risk of violence because they are denied the right to access health
and justice systems because of their citizenship status.
50. Women with disabilities i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re at
an increased risk of sexual violence, as outlined in the previous section. In addition,
58
59

See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disability inclusion for the
World Humanitarian Summit, available from the Committee’s web page
(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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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ck of sanitation facilities increase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who face a number of barriers to accessing humanitarian aid. Although women and
children are prioritized in the distribution of humanitarian relief, women with disabilities
cannot always obtain information on relief projects, as that information is often not
available in accessible formats. When women with disabilities do receive information,
they may not be able to physically access distribution points. Even when they do, they
may not be able to communicate with staff. Likewise, i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ed to violence, exploitation or ab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elplines
and hotlines may not be accessible. Refugee camps often lack child protection
mechanis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accessible sanitation facilities to
ensure hygienic menstrual management are often unavailable, which can in turn increase
women with disabilities’ exposure to violence. Single women with disabilities face
barriers to accessible evacuation as a result of an emergency or disaster situation, in
particular if they are accompanied by their children at the time of evacuation. This
disproportionately affects internally displaced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without
an adult family member, friends or caregivers. Displaced girls with disabilities face
additional barriers in accessing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especially in crisis
settings.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 12)

51. Women with disabilities, more often than men with disabilities and more often than
women without disabilities, are denied the right to legal capacity. Their rights to maintain
control over their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on the basis of free and informed
consent,60 to found a family, to choose where and with whom to live, to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to own and inherit property, to control their own financial affairs and
to have equal access to bank loans, mortgag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credit61
are often violated through patriarchal systems of substituted decision-making.
Access to justice (art. 13)

52. Women with disabilities face barriers to accessing justice, including with regard
to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owing to harmful stereotypes, discrimination and
lack of procedural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which can lead to their credibility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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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World Survey on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2014: Gender Equ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14.I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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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doubted and their accusations being dismissed.62 Negative attitude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may intimidate victims or discourage them from pursuing
justice. Complicated or degrading reporting procedures, the referral of victims to social
services rather than the provision of legal remedies, dismissive attitudes by the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examples of such attitudes. This could lead to
impunity and to the invisibility of the issue, which in turn could result in violence
lasting for extended periods of time.63 Women with disabilities may also fear reporting
violence, exploitation or abuse because they are concerned that they may lose the support
required from caregivers.64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s. 14 and 15)
53. Violations relating to deprivation of liberty disproportionately affect women with
intellectual or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those in institutional settings. Those deprived
of their liberty in places such as psychiatric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actual or
perceived impairment, are subject to higher levels of violence, as well as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65 and are segregated and exposed to
the risk of sexual violence and trafficking within care and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66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includes: involuntary undressing
by male staff against the will of the woman concerned; forced administration of
psychiatric medication; and overmedication, which can reduce the ability to describe
and/or remember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may act with impunity because they
perceive little risk of discovery or punishment given that access to judicial remedies
is severely restricted,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ubjected to such violence are unlikely
to be able to access helplines or other forms of support to report such violations.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arts. 15 and 17)
54. Women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subjected to forced interventions
than are women in general and men with disabilities. Such forced interventions are
wrongfully justified by theories of incapacity and therapeutic necessity, are legitimized
under national laws and may enjoy wide public support for being in the alleged best
interest of the person concerned.67 Forced interventions violate a number of right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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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HRC/20/5 and Corr.1, para. 41, and A/67/227, para. 42.
See A/HRC/20/5 and Corr.1, para. 19.
Ibid., para. 16.
Ibid., para. 39.
See CRPD/C/UKR/CO/1, par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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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in the Convention, namely: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the right to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the right to found a family;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pers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the right to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68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55. The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cultural norms and patriarchal family values that limit autonomy
and oblige them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Thus, multiple discrimination
can prevent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ge and impairment, separately or jointly, can increase
the risk of institutionalization of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69 In addition, it has
been widely documented that institutionalization may expos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iolence and abuse, with women with disabilities being particularly exposed.70
Education (art. 24)

56. Harmful gender and disability stereotypes combine to fuel discriminatory attitudes,
policies and practices, such as: giving greater value to the education of boys over girls,
using educational material perpetuating wrongful gender and disability stereotypes,
encouraging the child marriage of girls with disabilities, carrying out gender-based family
activities, assigning caregiver roles to women and girls and not providing accessible
sanitation facilities at schools to ensure hygienic menstrual management. In turn, these
result in higher rates of illiteracy, school failure, uneven daily attendance rates,
absenteeism and dropping out of school entirely.
Health and rehabilitation (arts. 25 and 26)

57. Women with disabilities face barriers to accessing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mong these barriers are: a lack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physical barriers to gynaecological, obstetric and oncology services;
and attitudinal barriers to fertility and hormone treatments. In addi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including counselling for acts of gender-based
violence, may not be accessible, inclusive or age- or gender-sensitive.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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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rt. 27)

58. Besides the general barrier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 when trying to
exercise their right to work, women with disabilities also face unique barriers to their
equal participation in the workplace,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unequal pay and
the lack of access to seek redress because of discriminatory attitudes dismissing their
claims, as well as phys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arriers.71
Social protection (art. 28)

59. As a consequence of discrimination, women represent a disproportionate percentage
of the world’s poor, which leads to a lack of choice and opportunities, especially in
terms of formal employment income. Poverty is both a compounding factor and the
result of multiple discrimination.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face many
difficulties in accessing adequate housing, are more likely to be institutionalized and
do not have equal access to social protection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s.72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rt. 29)

60. The voice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have historically been silenced,
which is why they are disproportionately underrepresented in public decision-making.
Owing to power imbalances and multiple discrimination, they have had fewer
opportunities to establish or join organizations that can represent their needs as women,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Ⅴ. National implementation
61. In its examination of States parties’ reports, the Committee has noted that States
parties face a number of consistent challenges to guaranteeing to women with disabilities
the full enjoyment of all their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compliance with article 6 and other related articles of the Convention.
62. In the light of the normative content and obligations outlined above, States parties
should take the steps set out below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6 and provide
adequate resources in that regard.
63. States parties should combat multiple discrimination by, inter alia:
71
72

See A/HRC/20/5 and Corr.1, para. 40, and A/67/227, para. 67.
See A/7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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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ealing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prevent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enjoying all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outlawing
gender- and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and its intersectional forms,
criminalizing sexual violence against girl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prohibiting all forms of forced sterilization, forced abortion and non-consensual
birth control, prohibiting all forms of forced gender- and/or disability-related
medical treatment and taking all appropriate legislative steps to protect women
with disabilities against discrimination;
(b) Adopting appropriate laws, policies and actions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included in all policies, especially in policies related
to women in general and policies on disability;
(c) Addressing all barriers that prevent or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ensuring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views
and opinions of girl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re included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all programmes
that have an impact on their lives; and includi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all branches and bodies of the national monitoring system;
(d) Collecting and analysing data on the situ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relevant to them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guiding policy plann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and to elimin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nd improving data collection systems for
adequate monitoring and evaluation;
(e) Ensuring that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disability- and gender-sensitive
and inclusive and including data and statistics on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gether with their targets and indicators,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frameworks.
64. States parti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by, inter alia:
(a) Repealing any law or policy that prevents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effectively and fully participating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in respect of the right to form and joi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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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etworks of women in general and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b) Adopting affirmative acti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the aim of immediately addressing inequalities
and ensuring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enjoy equality of opportunity with
others. Such measures should be adopted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ccess
to justice, the elimination of violence,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sexual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health,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Public and private services and facilities used by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ully accessible in compliance with article 9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and public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should be trained and
educated on applicable human rights standards and on identifying and
combating discriminatory norms and values so that they can provide appropriate
attention, support and assistance to women with disabilities;
(c) Adopting effective measures to provide women with disabilities access to the
support they may require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to give their free and informed consent and to t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d)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creation of organizations and network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ing and encouraging women with disabilities to
take leadership roles in public decision-making bodies at all levels;
(e) Promoting the carrying out of specific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research on impediments to the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related to them; consideri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collection of data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women in general; appropriately
targe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volv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nd training for, data collection; and establishing consultation
mechanisms for the creation of systems capable of effectively identifying
and capturing the diverse lived experienc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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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public policies and practices;
(f) Support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ll national efforts to eliminate the legal, procedural, practical
and social barriers to the full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ir communities, as well a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d the inclus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nd
programmes that affect their lives.
65. States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levant
United Nations bodies dealing with gender equality and apply them to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73

73

See E/CN.6/2016/3. See also: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UN-Women, Handbook on Costing Gender Equality (New York, 2015), available
from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7/handbook-on- costing-gender-equality;
UN-Women, Guidebook o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an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New York, 2015), available from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8/guidebookcedawgeneralrecommendation30-womenpeacesecurity; UN-Women, Guidance Note on 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Programming (New York, 2014), available from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02/gender-mainstreaming-issues; UN- Women,
Guide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with a Gender, Human Rights and Inter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2014), available from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4/7/guide-for-the-evaluation-of-programmes-and-projects-with-a-genderperspective; UN-Women, 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New York, 2015), available
from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9/indicators-positi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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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mment No. 4 (2016)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Ⅰ. Introduction
1. Historically viewed as welfare recipients,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w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as rights holders with a claim to the right to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i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1990),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
and the 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 (1994) all include measures
testifying to the grow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2. Recognition of inclusion as the key to achieving the right to education has
strengthened over the past 30 years and i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irst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contain a reference
to the concept of quality inclusive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too
affirms the value of inclusive, quality and equitable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 is
central to achieving high-quality education for all learner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and for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peaceful and fair societies.
Furthermore, there is a powerful educational, social and economic case to be made.
As reflected in th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thematic study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only inclusive education can provide both quality edu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guarantee of univers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
the right to education.1
1

See A/HRC/25/29 and Corr.1, paras. 3 an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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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spite the progress achieved,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profound
challenges persist. Many mill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be denied the
right to education and for many more education is available only in settings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isolated from their peers and where the education they
receive is of an inferior quality.
4. Barriers that impede access to inclusive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attributed to multiple factors, including:
(a) The failure to understand or implement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according to which barriers within the community and society, rather than
personal impairments, ex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b) Persisten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mpounded by the
isolation of those still living in long-term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low
expectations about those in mainstream settings, allowing prejudices and fear
to escalate and remain unchallenged;
(c) Lack of knowledge about the nature and advantages of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and diversity, including regarding competitiveness, in learning for
all; lack of outreach to all parents; and lack of appropriate responses to support
requirements, leading to misplaced fears and stereotypes that inclusion will
cause a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education or otherwise have a negative
impact on others;
(d) Lack of disaggregated data and research (both of which are necessary for
accountability and programme development), which impede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and interventions to promote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e) Lack of political will, technical knowledge and capacity in implementing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including insufficient education of all teaching staff;
(f) Inappropriate and inadequate funding mechanisms to provide incentive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support and sustainability;
(g) Lack of legal remedies and mechanisms to claim redress for violation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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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regard for the underlying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 all measures
taken to implement inclusive education and must ensure that both the process and
outcomes of developing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comply with article 3.
6. The present general comment is applicable to all persons with actual or perceived
disabilities.2 The Committee recognizes that some groups are more at risk of exclusion
from education than others, such a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multiple
disabilities, persons who are deafblind, persons with autism 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emergencies.
7. Consistent with article 4 (3), States parties must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all aspects of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nclusive education polic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hen appropriate, their
families, must be recognized as partners and not merely recipients of education.

Ⅱ.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24
8.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1),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through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at all levels, including preschool,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extracurricular and social activities, and for all student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9. Ensuring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entails a transformation in culture, policy
and practice in all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al environments to accommodate the
differing requirements and identities of individual students, together with a commitment
to removing the barriers that impede that possibility. It involves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education system to reach out to all learners. It focuses on th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ccessibility, attendance and achievement of all students,
especially those who, for different reasons, are excluded or at risk of being marginalized.
Inclusion involves access to and progress in high-quality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Inclusion seeks to enable communities, systems and structures
to combat discrimination, including harmful stereotypes, recognize diversity, promote
participation and overcome barriers to learning and participation for all by focusing
2

Art. 1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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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well-being and succes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t requires an in-depth
transformation of education systems in legislation, policy and the mechanisms for
financing, administering, designing, delivering and monitoring education.
10. Inclusive education is to be understood as:
(a) A fundamental human right of all learners. Notably, education is the right of
the individual learner and not, in the case of children, the right of a parent
or caregiver. Parental responsibilities in this regard are subordinate to the rights
of the child;
(b) A principle that values the well-being of all students, respects their inherent
dignity and autonomy, and acknowledges individuals’ requirements and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be included in and contribute to society;
(c) A means of realizing other human rights. It is the primary means by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obtain the means
to participate fully in their communities and be safeguarded from exploitation.3
It is also the primary means of achieving inclusive societies;
(d) The result of a process of continuing and proactive commitment to eliminating
barriers impeding the right to education, together with changes to culture, policy
and practice of regular schools to accommodate and effectively include all
students.
11. The Committe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exclusion, segregation, integration and inclusion. Exclusion occurs when students are
directly or indirectly prevented from or denied access to education in any form.
Segregation occurs when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provided in
separate environments designed or used to respond to a particular impairment or to
various impairments, in isolation from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Integration is the
process of plac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isting mainstream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 can adjust to the standardized requirements
of such institutions.4 Inclusion involves a process of systemic reform embodying changes
and modifications in content, teaching methods, approaches, structures and strategies
3
4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1999) on the right to
education.
See A/HRC/25/29 and Corr.1, para. 4,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a Rights-based Approach to Inclusive Education (Genev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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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ducation to overcome barriers with a vision serving to provide all students of the
relevant age range with an equitable and participatory learning experience and the
environment that best corresponds to their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Plac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in mainstream classes without accompanying structural changes to,
for example, organiz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does not
constitute inclusion. Furthermore, integration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
transition from segregation to inclusion.
12. The core features of inclusive education are:
(a) A “whole systems” approach: education ministries must ensure that all resources
are invested in advancing inclusive education and in introducing and embedding
the necessary changes in institutional culture, policies and practices;
(b) A “whol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committed leadership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s essential for introducing and embedding the culture, policies and
practices needed to achieve inclusive education at all levels and in all areas,
including in classroom teaching and relationships, board meetings, teacher
supervision, counselling services and medical care, school trips, budgetary
allocations, any interaction with the parents of learn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when applicable, the local community or wider public;
(c) A “whole person” approach: recognition is given to the capacity of every person
to learn, and high expectations are established for all learners, including learners
with disabilities. Inclusive education offers flexible curricula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dapted to different strengths, requirements and learning
styles. This approach implies the provision of support,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early intervention so that all learners are able to fulfil their
potential. The focus is on learners’ capacities and aspirations rather than on
content when planning teaching activities. The “whole person” approach aims
at ending segregation within educational settings by ensuring inclusive
classroom teaching in accessible learning environments with appropriate
supports. The education system must provide a personalized educational
response, rather than expect students to fit the system;
(d) Supported teachers: all teachers and other staff receive the education and
training they need to give them the core values and competencies to
accommodate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s, which include teache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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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An inclusive culture provides an accessible and supportive
environment that encourages working through collaboration, interaction and
problem-solving;
(e) Respect for and value of diversity: all members of the learning community
are equally welcome and must be shown respect for diversity irrespective of
disability, race, colour, sex, language, linguistic cultur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indigenous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age
or other status. All students must feel valued, respected, included and listened
to.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buse and bullying are in place. Inclusion
takes an individual approach to students;
(f) A learning-friendly environment: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s are accessible
environments where everyone feels safe, supported, stimulated and able to
express themselves and where there is a strong emphasis on involving students
in building a positive school community. Recognition is afforded to the peer
group in learning, building positive relationships, friendships and acceptance;
(g) Effective transitions: learners with disabilities receive support to ensure the
effective transition from learning at school to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and, finally, to work. Learners’ capacities and confidence are developed and
learners receive reasonable accommodation, are treated with equality in
assessments and examination procedures, and their capacities and attainments
are certifi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h) Recognition of partnerships: teacher associations, student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chool boards,
parent-teacher associations and other functioning school support groups, both
formal and informal, are all encouraged to increas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disability. The involvement of parents or caregivers and the
community is viewed as an asset that contributes resources and strength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the wider community must
be recognized as a route towards inclusive societies;
(i) Monitoring: as a continuing process, inclusive education must be monitored
and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that neither segregation nor
integration are taking place,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According to article
33, monitoring should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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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with intensive support requirement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parents or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ere appropriate. Disability-inclusive indicators must be developed and u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3.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in order to
give effect to article 24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the right to education is assured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the basis of equality of opportunity. States parties must prohibit al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guarante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xperience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gender, religion, legal status,
ethnic origin, age, sexual orientation or language. In addition, parents, siblings and other
relatives can also experience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disability by association. The
measures needed to addres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e identifying and removing
legal, physical, communication and linguistic, social, financial and attitudinal barriers
with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community.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cludes the right not to be segregated and to be provided with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duty to provide accessible
learning environment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14.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humanitarian emergencies and natural disasters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States parties should adopt
inclusive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for comprehensive school safety and security
in emergencies that are sensitive to learners with disabilities. Temporary learning
environments in such contexts must ensur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on the basis of equality with others.
They must include accessible educational materials, school facilities, counselling and
access to training in the local sign language for deaf learn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iven the heightened
risk of sexual violence in such settings, measures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learning
environments are safe and accessible fo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Learners
with disabilities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educational establishments on the basis
that evacuating them in emergency situations would be impossible,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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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or article 24 (1) (a) to be realized, and in lin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ducation must be directed at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otential and sense of dignity and self-worth, and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 diversity.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education conforms to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art. 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29 (1)),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Part I, para. 33, and Part II, para.
80) and the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ara. 2). These texts include additional elements such as references to gender equality
and respect for the environment.5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is a matter of access
as well as content, and efforts should be directed at upholding a wide range of values,
including understanding and tolerance.6 Inclusive education must aim at promoting
mutual respect and value for all persons and at buil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in
which the approach to learning, the cultur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curriculum itself reflect the value of diversity.
16. For article 24 (1) (b) to be implemented,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talents and creativ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of their mental, physical and communication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The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o often focuses on a deficit approach, on
their actual or perceived impairment and on limiting opportunities to pre-defined and
negative assumptions of their potential. States parties must support the creation of
opportunities to build on the unique strengths and talents of each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17. For article 24 (1) (c) to be realized, the aims of education must be directed at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fully and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Recalling article 23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mmittee
stresses that, regar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sistance must be provided to ensure
that they have effective access to education in a manner conducive to achieving their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States parties must
recognize that individual support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are priority matters
and should be free of charge at all compulsory levels of education.
5
6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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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or article 24 (2) (a) to be implemented, the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should be prohibited, including through any legislative
or regulatory provisions that limit their inclusion on the basis of their impairment or
the degree of that impairment, such as by conditioning inclusion on the extent of the
potential of the individual or by alleging a disproportionate and undue burden to evade
the obligat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General education means all regular
learning environments and the education department. Direct exclusion would be to
classify certain students as “non-educable” and thereby ineligible for access to education.
Indirect exclusion would be imposing a requirement to pass a common test as a condition
for school entry without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support.
19. For article 4 (1) (b) of the Convention to be implemented, States parti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that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at are in violation of article 24. Where necessary, discriminatory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n a systematic and
time- bound manner.
20. For article 24 (2) (b) to be re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have access
to inclusive, quality and fre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be able to transition
smoothly between the two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the communities where
they live. The Committee draw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at, to fulfil that obligation, the education system must comprise
four interrelated features: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7
Availability

21.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must be available in
sufficient quantity and quality. States parties must guarantee a broad availability of
educational places for learners with disabilities at all levels throughout the community.
Accessibility

22. Consistent with article 9 of the Convention and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must
be accessible to everyone, without discrimination. The entire education system must
be accessible, including building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ools (comprising

7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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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or frequency modulation assistive systems), the curriculum, educational
materials, teaching methods, assessments and language and support services. The
environ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must be designed to foster inclusion and
guarantee their equality throughout their education.8 For example, school transportation,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including hygiene and toilet facilities), school cafeterias
and recreational spaces should be inclusive, accessible and safe. States parties must
commit to the prompt introduction of universal design. States parties should prohibit
and sanction the building of any future education infrastructure that is inaccessible and
establish an efficient monitoring mechanism and time frame for rendering all existing
education environments accessible. States parties must also commit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n education environments when so required. The universal
design approach does not exclude the provision of assistive devices, applications and
software to those learners with disabilities who may require them. Accessibility is a
dynamic concept and its application requires periodic regulatory and technical
adjustments.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the rapid development of innovations and
new technologies designed to enhance learning are accessible to all student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23. The Committee highlights the widespread lack of textbooks and learning materials
in accessible formats and languages, including sign language. States parties must invest
in the timely development of resources in ink or Braille and in digital formats,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innovative technology. They should also consider developing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conversion of printed material into accessible formats
and languages and making accessibility a central aspect of education-related
procurement. The Committee calls upon States parties to urgently ratify and implement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24. Accessibility requires that education at all levels be affordabl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asonable accommodation should not entail additional costs for learners
with disabilities. Compulsory, quality, free and accessible primary education is an
immediate obligation.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ates
parties must progressively adop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secondary education and to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to affordable and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and lifelong learning. States
8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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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must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access educ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academic institution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cceptability
25. Acceptability is the obligation to design and implement all education-related facilities,
goods and services taking fully into account and respecting the requirements, cultures,
views and languag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orm and substance of education
provided must be acceptable to all. States parties must adopt affirmative action measure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of good quality for all.9 Inclusion and quality are reciprocal:
an inclusive approach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education.
Adaptability

26. The Committee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adopt th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pproach, which consists of a set of principles providing teachers and other staff with
a structure for creating adaptable learning environments and developing instruction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all learners. It recognizes that each student learns in a unique
manner and involves: developing flexible ways to learn, creating an engaging classroom
environment; maintaining high expectations for all students while allowing for multiple
ways to meet expectations; empowering teachers to think differently about their own
teaching; and focusing on educational outcomes for all,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Curricula must be conceived, designed and implemented in such a way as
to meet and adjust to the requirements of every student, and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al responses. Standardized assessments must be replaced with flexible and
multiple forms of assessments and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progress towards broad
goals that provide alternative routes for learning.
27.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2) (b) of the Conven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be able to atten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he communities where they
live. Students should not be sent away from hom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must
be within safe physical reac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clude safe and secure
means of transportation; alternatively, it must be accessible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However, States parties should avoid relying exclusively
on technology as a substitute for the direct involve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interaction with teachers and role models with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tive
participation with other students, including siblings of learners with disabilities,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9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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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2) (c), States parties must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nable individual students to have access to educat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Reasonableness” is understood as the result of a contextual test that
involves an analysis of the relev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ccommodation and
the expected goal of countering discrimination.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financial
implications is recognized when assessing disproportionate burden.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enforceable from the moment a request for such
accommodation is made.10 Policies that commit to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adopted at the national, loc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levels, and at all levels of
education. The extent to which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must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overall obligation to develop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maximizing the use of existing resources and developing new ones. Using a lack of
resources and the existence of financial crises to justify failure to make progress towards
inclusive education violates article 24.
29. The Committee reiterat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general accessibility duty and
the obligat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11 Accessibility benefits groups of
the population and is based on a set of standards that are implemented gradually.
Disproportionality or undue burden cannot be claimed to defend the failure to provide
accessibility. Reasonable accommodation relates to an individual and is complementary
to the accessibility duty. An individual can legitimately request reasonable
accommodation measures even if the State party has fulfilled its accessibility duty.
30. The definition of what is proportionate will necessarily vary according to context.
The availability of accommodations should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a larger pool
of educational resources available in the education system and not limited to resources
available at the academic institution in question; transfer of resources within the system
should be possible.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formula to reasonable accommodation,
as different students with the same impairment may require different accommodations.
Accommodations may include: changing the location of a class; providing different forms
of in-class communication; enlarging print, materials and/or subjects in signs, or
providing handouts in an alternative format; and providing students with a note taker
or a language interpreter or allowing students to use assistive technology in learning
and assessment situations. Provision of non-material accommodations, such as allowing
a student more time, reducing levels of background noise (sensitivity to sensory
10
11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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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oad), using alternative evaluation methods and replacing an element of the
curriculum with an alternative must also be considered. To ensure that the
accommodation meets the requirements, will, preferences and choices of students and
can be implemented by the institution provider, discussions must take place between
the educational authorities and providers, the academic institu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depending on the students’ age and capacity, if appropriate, their parents,
caregivers or other family members.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may not
be conditional on a medical diagnosis of impairment and should be based instead on
the evaluation of social barriers to education.
31.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constitutes discrimination and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immediately applicable and not subject to
progressive realization.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independent systems are in place
to monitor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accommodations and provide safe,
timely and accessible mechanisms for redress whe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if
relevant, their families, consider that they have not been adequately provided or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discrimination against
victimization during the redress process are essential.
32. For article 24 (2) (d) to be implement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titled
to the support they require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education and enable them to
fulfil their potential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Support in terms of general availability
of services and facilities within the education system should ensure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fulfil their potentia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including,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sufficiently trained and supported teaching staff, school
counsellors, psychologists and other relevant health and social service professionals, as
well as access to scholarships and financial resources.
33. For article 24 (2) (e) to be realized, adequate, continuous and personalized support
is to be provided directly.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need to provide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that can identify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specific support
required by individual studen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ssistive compensatory aids,
specific learning materials in alternative/accessible formats,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ids and assistiv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can also consist of a qualified learning support assistant, either on a shared or on a
one-to-one basis,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of the student.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must address the transitions experienced by learners who move from segre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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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instream settings and between levels of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such plans
should be regularly monitored and evaluated with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learner
concerned. The nature of the provision must be determined in collaboration with the
student, together, where appropriate, with the parents, caregivers or other third parties.
The learner must have access to recourse mechanisms if the support is unavailable or
inadequate.
34. Any support measures provided must be compliant with the goal of inclusion.
Accordingly, they must be designed to strengthen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the classroom and in out-of-school activities alongside their
peers, rather than marginalize them.
35. Regarding article 24 (3), many States parties are failing to make appropriate
provi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on the autism spectrum,
those with communication impairments and those with sensory disabilities, to acquire
the life, language and social skills essential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within
their communities:
(a) Blind and partially sighted students must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learn Braille, alternative script,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as well as orientation and mobility skills. Investment
in access to appropriate technology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stems to
facilitate learning should be supported. Peer support and mentoring schemes
should be introduced and encouraged;
(b) Deaf and hard-of-hearing students must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sign language and measures must be taken to recognize and promote
the linguistic identity of the deaf community.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which
establishes the right of children to be taught in their own language, and reminds
States parties that, in line with article 30 (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ntitl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recognition of and support for their specific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including sign languages and deaf culture. In addition, hardof-hearing students must also have access to quality speech therapy services,
induction loop technology and captioning;
(c) Students who are blind, deaf or deafblind must be provided wi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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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ed in the most appropriate language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for the individual, and in environments which maximize
personal,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both within and outside formal
school settings.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for such inclusive
environments to exist,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the required support,
including by way of resources, assistive technology and orientation and mobility
skills;
(d) Learners with communication impairments must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mselves and learn using alternative or augmentative
communication. This may include the provision of sign language, low- or
high-technology communication aids such as tablets with speech output, voice
output communication aids or communication books. States parties should
invest in developing expertise, technology and services in order to promote
access to appropriate technology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stems to
facilitate learning;
(e) Learners with social communication difficulties must be supported through
adaptations to classroom organization, including work in pairs, peer tutoring,
seating close to the teacher and the creation of a structured and predictable
environment;
(f) Learners with intellectual impairments must be provided with concrete,
observable/visual and easy-to-rea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within a safe,
quiet and structured learning environment, targeting capacities that will best
prepare students for independent living and vocational contexts. States parties
should invest in inclusive interactive classrooms where use is made of
alternative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assessment methods.
36. To realize article 24 (4),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mploy administration, teaching and non-teaching staff with the skills to work
effectively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qualified in sign language and/or Braille
and with orientation and mobility skills. Having an adequate number of qualified and
committed school staff is key to the introduction and sustainability of inclusive education.
Lack of understanding and capacity remain significant barriers to inclusion.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all teachers are trained in inclusive education and that that training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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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tates parties must invest in and support the recruitment and continuous education
of teachers with disabilities. This includes removing any legislative or policy barriers
requiring candidates to fulfil specific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and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their participation as teachers. Their presence will serve
to promote equal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ter the teaching profession,
bring unique expertise and skills into learning environments, contribute to breaking down
barriers and serve as important role models.
38. To give effect to article 24 (5),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access general terti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ttitudinal, physical, linguistic, communication, financial, legal and other barriers to
education at these levels must be identified and removed in order to ensure equal access.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provided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not face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should consider taking affirmative action
measures in tertiary education in favour of learners with disabilities.

Ⅲ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39. States parties should respect, protect and fulfil each of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The obligation to respect requires avoiding measures that hinder the enjoyment of the
right, such as legislation excluding certa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education,
or the denial of accessibility or reasonable accommodation. The obligation to protect
requires taking measures that prevent third parties from interfering with the enjoyment
of the right, for example, parents refusing to send girls with disabilities to school, or
private institutions refusing to enroll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basis of their
impairment. The obligation to fulfil requires taking measures that enable and assi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joy the right to education, for example, ensuring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accessible and that education systems are adapted
appropriately with resources and services.
40. Article 4 (2)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take measures to the maximum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regard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where needed,
within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ose rights. Progressive realization means that States parties have
a specific and continuing obligation to move as expeditious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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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article 24.12 This is not compatible with sustaining two
systems of education: a mainstream education system and a special/segregated education
system. Progressive realization must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Convention to establish clear obligations for States parties in respect of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in question. Similarl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define
budgetary allocations for education, including by transferring part of their budgets to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education. Any deliberately retrogressive measures in that
regard must not disproportionately target learners with disabilities at any level of
education.13 They must be only a temporary measure limited to the period of crisis,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not be discriminatory and comprise all possible measures
to mitigate inequalities.14
41. Progressive realization does not prejudice those obligations that are immediately
applicable. As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s stated in
its general comment No. 3 (1990) on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States
parties have a minimum core obligation to ensure the satisfaction of, at the very least,
minimum essential levels of each aspect of the right to education.15 Therefore, States
parties should implement the following core rights with immediate effect:
(a) Non-discrimination in all aspects of education and encompassing all
internationally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must ensure
non- exclusion from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iminate
structural disadvantages to achieve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ity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must urgently take steps to remove all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impeding the right of access
to inclusive education. The adoption of affirmative action measures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education,
so long as such measures do not lead to the maintenance of unequal or separate
standards for different groups;
(b)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ensure non-exclusion from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ailure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12
13
14
15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 (1990) on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para. 9.
Ibid.
Letter dated 16 May 2012 by the Chair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dressed to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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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e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disability;
(c) Compulsory, free primary education available to all. States parties must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guarantee that right, on the basis of inclusion, to
all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urges States parties
to ensure access to and completion of quality education for all children and
youth to at least 12 years of free, publicly funded,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which at least nine years are compulsory,
as well as access to quality education for out-of-school children and youth
through a range of modalities, as outlined in the 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
42. States parties must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educational strategy that includes
the provision of education at all levels for all learners, on a basis of inclus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4 (1) place
equivalent obligations on States parties and must therefore be regarded on a comparable
basis of immediacy.
43.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and the 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 all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must aim to advanc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including support for capacity-building,
information- sharing and the exchange of best practices, research, technical and economic
assistance, and access to accessible and assistive technologies. All data collected and
all international assistance spent on education should be disaggregated by impairment.
Consideration of an international coordination mechanism on inclusive education to
implement Goal 4 and to build evidence will contribute to a better policy dialogue
and to monitoring progress.

Ⅳ. Relationship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44. States parties must recognize the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all human
rights. Education is integral to the full and effective realization of other rights.16
Conversely,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can only be realized if certain other rights
are implemented. Moreover,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must be underpinned by
16

Ibid., general comment No. 11 (1999) on plans of action for primary education and general comment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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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on of inclusive environments throughout society. This will require the adoption
of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which recognizes the obligation to remove
societal barriers that serve to exclude and marginal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need to adopt measure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set out below.
45. Article 5 enshrines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of all persons before and under
the law. States parties must prohibit all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and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effective and equ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To address systemic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to ensure “equal benefit
of the law”, States parties must take affirmative action measures, such as removing
architectural and communicative or other barriers to mainstream education.
46. Article 6 recognizes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and that States parties must adopt measures to ensure the equal enjoyment
of their rights.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pose significant barrier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must identify and remove those barriers, including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lack of value placed on the education of women and girls, and put in place specific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ight to education is not impeded by gender and/or disability
discrimination, stigma or prejudice. Harmful gender and/or disability stereotypes in
textbooks and curricula must be eliminated. Education plays a vital role in combating
traditional notions of gender that perpetuate patriarchal and paternalistic societal
frameworks.17 States parties must ensure access for and the retention of girl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in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s instruments for their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47. Article 7 asserts that,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The concept of best interests
is aimed at ensuring the full and effective enjoyment by the child of all human rights
and the child’s holistic development.18 Any determination of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must consider the child’s own views and individual identity, the
preservation of the family, car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hild, any particular
vulnerability, and the child’s right to health and educ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ffirms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must be the basis on which
17
18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ept note on the draft general
recommendation on girls’/women’s right to education” (201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4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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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olicies and provisions are determined. Article 7 (3) further asserts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and that their views on
all matters affecting them should be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and matur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and that they must be provided
with disability- and age-appropriate assistance. Guaranteeing the right of children to
participate in their education must be applied equally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ir own learning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within the classroom pedagogy,
through school councils, in the development of school policies and systems, and in
the development of the wider educational policy.19
48. Article 8 calls for measures to raise awareness and challenge stereotypes, prejudices
and harmful practic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argeting in particular practices
affect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intensive support requirements. Stereotypes, prejudices and harmful
practices constitute barriers that impede both access to and effective learning within
the education system. The Committee notes the practice of some parents removing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inclusive schools, on the basis of a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isability. States parties must adopt measures to
build a culture of diversity,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n community life and to
highlight inclusive education as a means of achieving a quality education for all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parents,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ions, as well as
the community and society.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mechanisms are in place
to foster, at all levels of the education system and among parents and the wider public,
an attitude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ivil society, in particular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involved in all
awareness-raising activities.
49. Articles 9 and 24 are closely interconnected. Accessibility is a precondition for
the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not effectively enjoy their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without an
accessible built environment, including schools and all other places of education, and
without accessible public transport, servic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Modes and means of teaching should be accessible and teaching should
be conducted in accessible environments. The whole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arn must be designed in such a way as to foster inclusion. Inclusive
education is also a powerful tool for the promotion of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19

Ibid., general comment No. 12 (2009)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265

No.
4

50. The Committee calls States parties’ attention to it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nd stresses that inclusive education provides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ose with psychosocial or intellectual
impairments, with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will and preferences.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inclusive education supports learners with disabilities in building their
confidence to exercise legal capacity, providing the necessary support at all educational
levels, including to diminish future requirements for support if they so wish.
51.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can b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physical and humiliating
punishments by educational personnel, for example through the use of restraints and
seclusion and bullying by others in and en route to school. To give effect to article
16 (2),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protection
from and preven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sexual violen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measures must be age-, gender- and
disability-sensitive. The Committee strongly endorses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at States parties prohibit all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and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in all settings, including schools,
and ensure effective sanctions against perpetrators.20 It encourages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centres to involve students, inclu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ncluding accessible protection mechanisms, to address
disciplinary measures and bullying, including cyberbullying, which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growing feature of the lives of students, in particular children.
52. Inclusive education requires recognition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within the community and enjoy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rt. 19). It also demands recognition of the equal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 family life or, failing that, to alternative care within a community setting (art.
23). Children in the care of the State party, residing for example in foster care or care
homes, must be ensured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and the right to appeal against
decisions of the State party that deny them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Too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e in long-term institutional care, without access to
community-based services, including education, consistent with their right to, inter alia,
family life, community living, freedom of association, protection from violence and
20

Ibid., general comment No. 8 (2006)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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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justice. The introduc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the local community must
take place alongside a strategic commitment to ending the practice of plac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see para. 66 below). States parties should note the role
that exercising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will play in building the strengths, skills
and competencies necessary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joy, benefit from and
contribute to their local communities.
53. For inclusive education to be realized effectively,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be guaranteed personal mobility on an independent basis (art. 20). Where transportation
is not readily available and where there are no personal assistants to support acces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blind and visually
impaired persons, must be given adequate training in mobility skills to promote greater
independence. States parties should also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opportunity to acquire mobility aids and appliances at an affordable cost.
54. Fulfilment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joy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 of health without discrimination (art. 25) is integral to the opportunity to benefit
fully from education. The ability to attend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o learn
effectively is seriously compromised if there is no access to health or to appropriate
treatment and care.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health, hygiene and nutrition
programmes with a gender perspective that are integrated into education services and
allow for the continual monitoring of all health needs. Such programmes should be
developed on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and accessibility, provide regular school
nurse visits and health screenings, and build community partnerships.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must be provided with age-appropriate,
comprehensive and inclusive sexuality education,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human
rights standards, and in accessible formats.
55. States parties must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ovide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within the education system, including health-care, occupational, physical,
social, counselling and other services (art. 26). Such services must begin at the earliest
stage possible, be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ssessment of a student’s strengths and
support maximum independence, autonomy, respect of dignity, full physical, mental,
social and vocational ability and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all aspects of life. The
Committee stresses the significance o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that addresses early identification and encourages peer support.
56. Quality inclusive education must prepar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work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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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skills and confidence necessary for
participation in the open labour market and in an 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work
environment (art. 27).
57. Full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is enhanc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Curricula for all students must include the topic
of citizenship and the skills of self-advocacy and self-representation as a fundamental
basis for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societal processes. Public affairs include forming
and participating in student organizations such as student unions and States parties should
promote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form,
join and effectively and fully participate in such student organizations through the forms
of communication and language of their choice (art. 29).
58. States parties must remove barriers and promote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inclusive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play, recreation and sports in the school system an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luding in other educational environments (art. 30).21 Appropriate measures must be
in place with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o ensure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cultural life and to develop and utilize their creative, artistic and
intellectual potential, not only for their own benefit but also for the enrichment of society.
Such measures must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ntitled to recognition of
their specific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including sign languages and deaf culture.

Ⅴ.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59. The Committee has identified a number of challenges facing States par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4. In order to implement and sustain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easures below need to be addressed at
the national level.
60.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at all level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for the education of others, must rest with the education ministry. In many countries,
the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urrently marginalized within ministries
of social welfare or health, which has resulted in, inter alia, exclusion from mainstream
legislation, policies, planning and resourcing for education, lower levels of per capita
21

Ibid., general comment No. 17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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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 the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lack of overarching and
coherent structures to support inclusive education, a lack of integrated data collection
on enrolment, retention and attainment, and a failure to develop inclusive teacher
education. States parties must urgently take measures to put the education of learner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ompete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61. States parties must ensure a comprehensive and intersectoral commitment to
inclusive education throughout the government. Inclusive education cannot be realized
by education ministries in isolation. All relevant ministries and commissions with
responsibilities that cover substantive articles of the Convention must commit to and
align their understanding of the implications of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an integrated approach and to work collaboratively towards a shared agenda.
Accountability measures for all ministries involved must be put into place to uphold
such commitments. Partnerships should also be forged with service providers,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edi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ocal authorities, student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universities and
teacher education colleges.
62. States parties, at every level, must implement or introduce legislation based on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at fully complies with article 24. The Committee
recalls that article 4 (5) requires federal States to ensure that article 24 is implemented,
without limitations or exceptions, in all parts of the State party.
63.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 for inclusive
education must be introduced, together with a clear and adequate time frame for
implementation and sanctions for violations. Such a framework must address issues of
flexibility, diversity and equality in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all learners and identify
responsibilitie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Key elements will include:
(a)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 A clear definition of inclusion and the specific objectives it seeks to achieve
at all educational levels. Inclusion principles and practices must be considered
as integral to reform, and not simply as an add-on programme;
(c) A substantiv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as a key element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Provisions that define certain categories of students as
“uneducable”, for example, must be rep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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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guarantee for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o the same right to access
inclusive learning opportunities within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and, for
individual learners, to the necessary support services at all levels;
(e) A requirement for all new schools to be designed and built follow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through accessibility standards, together with a
time frame for adapting existing schools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The use of public procurement to implement this element is
encouraged;
(f)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quality standards for inclusive education
and disability-inclusive monitoring mechanisms to track progress in
implementation at all levels and ensure that policies and programmes are
implemented and backed by the requisite investment;
(g) The introduction of accessible monitoring mechanism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the provision of the requisite investment;
(h) Recognition of the need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support inclusion,
based on human rights standards rather than on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together with sanctions for failure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 The clear statement, in all legislation with the potential to have an impact on
inclusive education, that inclusion is a concrete goal;
(j) A consistent framework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support
required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lourish i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s;
(k) The obligation for local authorities to plan and provide for all learner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inclusive settings and classes, including in the
most appropriate languages, accessible format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l) Legislation to guarante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be heard and to have their opinion be given due
consideration within the education system, including through school councils,
governing bodies,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mechanisms through
which to challenge and appeal decisions concern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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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and coordination between all stakeholder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different agencies, development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arents or caregivers.
64. Legislation must be supported by an education sector plan,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detailing the proc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It should
contain a time frame and measurable goals, including measures to ensure consistency.
The plan should be informed by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context
pertaining to inclusive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a baseline from which to progress,
including data on, for example, current budgetary allocations, quality of data collection
methods, numb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ut of school, challenges and barriers,
existing laws and policies, key concer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amilies and the
State party.
65. States parties must introduce independent, effective, accessible, transparent, safe
and enforceable complaints mechanisms and legal remedies in cases of violat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have access to justice systems
that understand how to accommodat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capable of
addressing disability- based claims. States parties must also ensure that information about
the right to education and about how to challenge a denial or violation of that right
must be widely disseminated and publiciz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involvement of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66. Inclusive education is incompatible with institutionalization. States parties must
engage in a well-planned and structured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 process must address: a managed transition setting out a defined
time frame for the transition; the introduction of a legislative requirement to develop
community based provision; the re-direction of funds and the introduction of
multidisciplinary frameworks to support and strengthen community-based services;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families; and collaboration and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arents or caregivers. Pending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persons in
institutional care settings should be given access to inclusive education with immediate
effect by linking them with inclusive academic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67.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can be particularly valuable for childre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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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serving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benefit from education and promoting
their enrolment and attendance. All such interventions must guarantee respect for the
dignity and autonomy of the child.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States parties are urged to
ensur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together with the provision of support and training to parents and caregiv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f identified and supported early,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transition smoothly into pre-primary and primary inclusive
education settings. States parties must ensure coordination between all relevant
ministries, authorities and bodies as well as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non-governmental partners.
68.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States parties must collect appropriate disaggregated
data to formulate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24. They must introduce measures to address the lack of accurate data on prevalence
of persons with different impairments, as well as the lack of sufficient quality research
and data relating to access to, permanence in and progress within education,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the associated outcomes. Census, survey and
administrative data, including data from the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ust capture information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still liv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States parties should also gather disaggregated data and evidence
on the barriers that prev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having access to, remaining
in and making progress in inclusive quality education to enable the adoption of effective
measures to dismantle such barriers. Strategies must be adopted to overcome the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standar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gathering mechanisms, including when it results from parents’ reluctance to admit
the existence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the lack of birth registration and invisibility
within institutions.
69. States parties must commit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sector plan and of cross-sectoral plan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rogressive
realization. States parties must reform their governance systems and financing
mechanisms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should
also allocate budgets using mechanisms available under public procurement processes
and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These allocations must prioritize, inter alia,
ensuring adequate resources for rendering existing educational settings accessibl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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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bound manner, investing in inclusive teacher education, making available
reasonable accommodations, providing accessible transport to school, making available
appropriate and accessible text book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providing assistive
technologies and sign language, and implementing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to
address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bullying in educational settings.
70. The Committee urges States parties to transfer resources from segregated to inclusive
environments. States parties should develop a funding model that allocates resources
and incentives for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s to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etermination of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to
funding will be informed to a significant degree by the existing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requirements of potential learners with disabilities who are affected by it.
71. A process of educating all teachers at preschool, primary, secondary, tertiary and
vocational education levels must be initiated to provide them with the core competencies
and values necessary to work in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s. Such a process
requires adaptations to both pre- and in-service training to achieve the appropriate skill
levels in the shortest time possible,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All teachers must be provided with dedicated units/modules to prepare them
to work in inclusive settings, as well as practical experiential learning settings where
they can build the skills and confidence to solve problems through diverse inclusion
challenges. The core content of teacher education must address a basic understanding
of human diversity, growth and development,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and
inclusive pedagogy that enables teachers to identify students’ functional abilities
(strengths, abilities and learning styles) to ensure their participation in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s. Teacher education should include learning about the use of
appropriat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such as Braille, large print, accessible multimedia, easyread, plain language, sign
language and deaf culture, educational techniques and materials to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eachers need practical guidance and support in, among others:
the provision of individualized instruction; teaching the same content using varied
teaching methods to respond to the learning styles and unique abilities of each pers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dividual educational plans to support specific learning
require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 pedagogy centred on students’ educational
objectives.
72. Inclusive education requires a support and resource system for teach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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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institutions at all levels. Such a system might include partnerships between
neighbouring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universities, promoting collaborative
practices, including team teaching, study groups, joint student assessment processes, peer
support and exchange visits, as well as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Parents and
caregiver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where appropriate, serve as partner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arning programmes, including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The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advising and supporting teachers
in the provision of support to individual students, but must never be a pre-requisite
for admission into the education system. States parties should utilize all possible sources
of support for teachers, including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learners with disabilities and local community members who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in the form of peer mentoring, partnering and problem-solving. Their involvement
provides an additional resource in the classroom and serves to build links with local
communities, breaking down barriers and rendering teachers more responsive and
sensitive to strengths and requirem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73. Authorities at all levels must have the capacity, commitment and resources to
implement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to support inclusive education.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training to inform all relevant authorities
of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law an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kill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necessary to
implement inclusive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clud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an inclusive education and its aims, knowledge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development of local inclusive
education plans,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support, guidance and supervision of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monitoring and evaluation.
74. Quality inclusive education requires methods of appraising and monitoring students’
progress that considers the barriers faced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raditional
systems of assessment, which use standardized achievement test scores as the sole
indicator of success for both students and schools, may disadvanta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emphasis should be on individual progress towards broad goals. With
appropriate teaching methodologies, support and accommodations, all curricula can be
adapted to meet the needs of all student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Inclusive
student assessment systems can be strengthened through a system of individualize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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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In compliance with article 33, and to measure progress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States
parties must develop monitoring frameworks with structural, process and outcome
indicators, and specific benchmarks and targets for each indicator,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22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should be involved in both the determination of the indicators and in
the collection of data and statistics. Structural indicators should measure barriers to
inclusive education and not be limited merely to collecting data disaggregated by
impairment. Process indicators, such as on changes to the accessibility of physical
environments, curriculum adaptations or teacher training, will make it possible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transformation. Outcome indicators such as the percentag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s obtaining final official certification
or diplomas or the percentag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dmitted to secondary
education, must also be established. States parties should also consider measur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for example, the five dimensions recommended by
UNESCO: respect for rights, equity, relevance, pertinence, efficiency and efficacy.
Monitoring affirmative action measures such as quotas or incentives may also be
considered.
76. The Committee notes the growth in many countries of private-sector education.
States parties must recognize that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extends to the provision
of all education, not merely that provided by public authorities. States parties must adopt
measures that protect against infringements of rights by third parties, including the
business sector. Regarding the right to education, such measures must addres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provision of inclusive education and involve, as necessary,
legislation and regulation, monitoring, oversight, enforcement and the adoption of
policies to frame how business enterprises can have an impact on the effective enjoyment
and exercise of right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should not charge additional fees for
integrating accessibility and/or reasonable accommodation.

22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and Genev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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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mment No. 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Ⅰ. Introduction
1.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historically been denied their personal and individual
choice and control across all areas of their lives. Many have been presumed to be unable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self-chosen communities. Support is either unavailable
or tied to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s,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is not universally
designed. Resources are invested in institutions instead of in developing possib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is has led to
abandonment, dependence on family, institutionalization, isolation and segregation.
2.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gnizes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with the freedom to choose and control their lives. The foundation
of the article is the core human rights principle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all life is of equal worth.
3. Article 19 emphasiz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s of rights and are
rights holder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rt. 3), particularly respect
for the individual’s inherent dignity, autonomy and independence (art. 3 (a)) and th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art. 3 (c)), are the foundation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Other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are also essential to interpret and apply article 19.
GE.17-190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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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ependent living and inclusive life in the community are ideas that historically
stemmed from persons with disabilities asserting control over the way they want to
live by creating empowering forms of support such as personal assistance and requesting
that community facilities be in line with universal design principles.
5. In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e in poverty and stress the need to address the impact of poverty. The
cost of social exclusion is high as it perpetuates dependency and thus interference with
individual freedoms. Social exclusion also engenders stigma,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which can lead to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in addition to negative
stereotypes that feed into a cycle of margi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cies
and concrete plans of action for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rough the promotion of their right to independent living (art. 19), represent a
cost-effective mechanism to ensure the enjoyment of righ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reduction in poverty.
6. The present general comment aims at assisting States parti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article 19 and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It concerns primarily
the obligation to ensure every individual’s enjoyment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but it is also related to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19 is one of the widest ranging and most intersectional articles
of the Convention and has to be considered as integral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7. Article 19 entails civil and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s an example of the interrelation,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of all human
rights.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can only be
realized if all economic, civil, social and cultural rights enshrined in this norm are
fulfill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mposes obligations which are of immediate
effect and others which may be realized progressively.1 Full realization also requires
structural changes that may need to be taken in stages, whether civil and political o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are at stake.
8. Article 19 reflects the diversity of cultural approaches to human living and ensures
that its content is not biased towards certain cultural norms and values.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is a basic concept of human living
1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general comment No. 3 (1990) on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3, para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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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globe and is applied to the context of disability. It means exercising freedom
of choice and control over decisions affecting one’s life with the maximum level of
self- determination and interdependence within society. This right must be effectively
realized in different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s.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refers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rrespective of race; colour; descent; sex; pregnancy and maternity; civil, family or carer
situation;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indigenous or social origin; migrant, asylum-seeking or refugee
status; belonging to a national minority, economic or property status; health status;
genetic or other predisposition towards illness; birth and age, or any other, status.
9. The right contained in article 19 is deeply rooted with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resses in article 29 (1) the
interdependence of an individual’s person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aspect of being
a part of the community: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Article 19 has its roots in
civil and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one’s residence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adequate clothing, food and housing (article 1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o basic communication rights form the
basis for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Liberty
of movement,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s well a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have one’s preferences, choices and decisions understood form indispensable conditions
for human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a person.2
10.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mphasizes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and condemn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art. 1). The Convention reaffirms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concerning legal matters, including legal capacity and opportunities to exercise
that capacity (art. 15 (2)). It also requests States parties to recognize the same rights
with regard to the law relating to the movement of persons and the freedom to choose
their residence and domicile (art. 15 (4)).

2

Se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22;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7 (1997) on freedom of movement, para. 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4 (1991) on adequate housing,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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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rticle 9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quires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s guaranteed by article 18 (2). In addition, article 20 (1) establishes that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and article 20 (2) that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Alternative care provided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would be discriminatory.
12. Article 23 (1) further establishes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enjoy
a life in dignity in conditions which ensur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expressed its concern
at the high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laced in institutions and urged States
parties, through deinstitutionalization programmes, to support their ability to live in their
family, extended family or foster care.3
13.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nshrined in all core human rights instruments. In its general comment
No. 5 (1994)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ighlights that “segregation and isolation achieved through the imposition
of social barriers” count as discrimination. It also stresses in relation to article 11 that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not only includes having equal access to
adequate food, accessible housing and other basic material requirements, but also the
availability of support services and assistive devices and technologies fully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4. Article 19 and the content of the present general comment must also guide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 as an integral
part of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New Urban Agenda advocates a vision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3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9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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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ll persons can enjoy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by promoting inclusive, just,
safe, healthy, accessible, afford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 connection with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arget 10.2, empowerment and promotion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clusion
for all, and target 11.1, ensuring access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affordable services for all, are of special importance.
15.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noted advancements
in implementing article 19 in the last decade. However, the Committee observes a gap
between the goals and spirit of article 19 and the scope of its implementation. Some
of the remaining barriers are the following:
(a) Denial of legal capacity, either through formal laws and practices or de facto
by substitute decision-making about living arrangements;
(b) Inadequacy of social support and protection schemes for ensuring living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c) Inadequacy of legal frameworks and budget allocations aimed at providing
personal assistance and individualized support;
(d) Physical and regulatory 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of children and forced
treatment in all its forms;
(e) Lack of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and plans and continued investments
in institutional care settings;
(f) Negative attitudes, stigma and stereotypes prev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accessing available assistance;
(g) Misconceptions about the right to living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h) Lack of available, acceptable, affordable, accessible and adaptable services and
facilities, such as transport, health care, schools, public spaces, housing, theatres,
cinemas, goods and services and public buildings;
(i) Lack of adequate monitoring mechanisms for ensuring the 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article 19,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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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nsufficient mainstreaming of disability in general budget allocations;
(k) Inappropriate decentralization,
resulting in disparities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unequal chances of living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in a State party.

Ⅱ.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9

No.
5

A. Definitions
16. In the present general com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a) Independent living. Independent living/living independently means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re provided with all necessary means to enable
them to exercise choice and control over their lives and make all decisions
concerning their lives.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re
fundamental to independent living, including access to transpor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ersonal assistance, place of residence, daily routine, habits,
decent employment, personal relationships, clothing, nutrition, hygiene and
health care, religious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and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ese activities are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a person’s identity
and personality: where we live and with whom, what we eat, whether we like
to sleep in or go to bed late at night, be inside or outdoors, have a tablecloth
and candles on the table, have pets or listen to music. Such actions and decisions
constitute who we are. Independent living is an essential part of the individual’s
autonomy and freedom and does not necessarily mean living alone. It should
also not be interpreted solely as the ability to carry out daily activities by
oneself. Ra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freedom to choose and control,
in line with the respect for inherent dignity and individual autonomy as
enshrined in article 3 (a) of the Convention. Independence as a form of personal
autonomy means that the person with disability is not deprived of the
opportunity of choice and control regarding personal lifestyle and daily
activities;
(b)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The right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relates to the principle of full and effectiv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society as enshrined in, among others, article 3 (c)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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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It includes living a full social life and having access to all services
offered to the public and to support services offe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able them to be fully included and participate in all spheres of social
life. These services can relate, among others, to housing, transport, shopping,
education, employment, recreational activities and all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ffered to the public, including social media. The right also includes
having access to all measures and events of political and cultural life in the
community, among others, public meetings, sports events, cultural and religious
festivals and any other activity in which the person with disability wishes to
participate;
(c)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Both independent living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refer to life settings outside residential institutions
of all kinds. It is not “just” about living in a particular building or setting;
it is, first and foremost, about not losing personal choice and autonomy as
a result of the imposition of certain life and living arrangements. Neither
large-scale institutions with more than a hundred residents nor smaller group
homes with five to eight individuals, nor even individual homes can be called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if they have other defining elements of
institutions or institutionalization. Although institutionalized settings can differ
in size, name and set-up, there are certain defining elements, such as obligatory
sharing of assistants with others and no or limited influence over whom one
has to accept assistance from; isolation and segregation from independent life
within the community; lack of control over day-to-day decisions; lack of choice
over whom to live with; rigidity of routine irrespective of personal will and
preferences; identical activities in the same place for a group of persons under
a certain authority; a paternalistic approach in service provision; supervision
of living arrangements; and usually also a disproportion in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sam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ttings
may offe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ertain degree of choice and control;
however, these choices are limited to specific areas of life and do not change
the segregating character of institutions. Policies of deinstitutionalization
therefore require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reforms which go beyond the
closure of institutional settings. Large or small group homes are especially
dangerous for children, for whom there is no substitute for the need to grow
up with a family. “Family-like” institutions are still institutions and are no
substitute for care by a family;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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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ersonal assistance. Personal assistance refers to person-directed/“user”-led
human support available to a person with disability and is a tool for independent
living. Although modes of personal assistance may vary, there are certain
elements which distinguish it from other types of personal assistance, namely:
(i) Funding for personal assistance must be provided on the basis of personalized
criteria and take into account human rights standards for decent employment.
The funding is to be controlled by and allocated to the person with disability
with the purpose of paying for any assistance required. It is based on an
individual needs assessment and upon the individual life circumstances.
Individualized services must not result in a reduced budget and/or higher
personal payment;
(ii) The service must be controlled by the person with disability, meaning that
he or she can either contract the service from a variety of providers or act
as an employe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option to custom design
their own service, i.e., design the service and decide by whom, how, when,
where and in what way the service is delivered and to instruct and direct
service providers;
(iii) Personal assistance is a one-to-one relationship. Personal assistants must be
recruited, trained and supervised by the person granted personal assistance.
Personal assistants should not be “shared” without the full and free consent
of the person granted personal assistance. Sharing of personal assistants will
potentially limit and hinder the self-determined and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iv) Self-management of service deliver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quire
personal assistance can freely choose their degree of personal control over
service delivery according to their life circumstances and preferences. Even
i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r” are contracted out, the person with
disability always remains at the centre of the decisions concerning the
assistance, the one to whom any inquiries must be directed and whose
individual preferences must be respected. The control of personal assistance
can be exercised through supported decision-making.
17. Providers of support service often wrongly describe their service using the terms
“independent” or “community living” as well as “personal assistance”, though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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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services do not fulfil the requirements posed by article 19. Mandatory “package
solutions” which, among other things, link the availability of one particular service to
another, expect two or more persons to live together or can only be provided within
special living arrangements are not in line with article 19. The concept of personal
assistance wherein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does not have full self-determination and
self-control are to be considered not compliant with article 19. Persons with complex
communication requirements, including those who use informal means of communication
(i.e., communication via non-representational means, including facial expression, body
position and vocalization) must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supports enabling them
to develop and convey their directions, decisions, choices and/or preferences and have
them acknowledged and respected.

B. Article 19, chapeau
18. Article 19 reaffirms non-discrimination and recognition of the equal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In order for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with choices equal to others,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to be
realized, States parties must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and the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19. The article covers two concepts, which are only clearly mentioned in its heading:
the right to independent living and the right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Whereas
the right to independent living refers to an individual dimension, as a right to emancipate
oneself without being denied access and opportunities, the right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entails a social dimension, i.e., the positive right to develop inclusive
environments. The right as enshrined in article 19 covers both concepts.
20. Article 19
deprivation of
be invoked to
community to

explicitly refers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Neither the full or partial
any “degree” of legal capacity nor the level of support required may
deny or limit the right to independence and independent living in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21. Wh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ssessed as requiring a high level of personal
service, States parties often consider institutions as the only solution, especially when
personal services are considered to be “too costly” 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s
considered to be “unable” to live outside an institutional setting.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specially those with complex communication requirements,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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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often assessed as being unable to live outside institutional settings. Such reasoning
is contrary to article 19, which extends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intellectual
capacity, self-functioning or support requirements.
22.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ree to choose to be active and belong to
cultures of their own choice, and they must have the same degree of choice and control
over their lives as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Independent living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omotion of a “predefined” individual lifestyle.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forced to live in settings designed for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vice versa.
23.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all genders are rights holders and enjoy equal protection
under article 19. All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full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intersex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enjoy equal protection under article 19 and
therefore respect for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Furthermore,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encompasses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longing to any age group, ethnic group, scheduled caste or linguistic
and/or religious minority, as well as migrant, asylum seeking and refugee persons.

C. Article 19 (a)
24. To choose and decide how, where and with whom to live is the central idea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Individual choice,
therefore, is not limited to the place of residence but includes all aspects of a person’s
living arrangements: the daily schedule and routine as well as the way of life and lifestyle
of a person, covering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every day and in the long term.
25. Often,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not exercise choice because there is a lack of
options to choose from. This is the case, for instance, where informal support by the
family is the only option, where support is unavailable outside of institutions, where
housing is inaccessible or support is not provided in the community, and where support
is provided only within specified forms of residence such as group homes or institutions.
26. Furthe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ht not be allowed to exercise their individual
choice owing to the lack of accessi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range of choices
available and/or to legal restrictions deriving from guardianship laws and similar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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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s or decisions which do not allow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Even if no formal laws are in place, other persons, such as families, caregivers
or local authorities, sometimes exercise control and restrict an individual’s choices by
acting as substitute decision makers.
27. Legal personality and legal agency are the bases for the realization of independent
living within the commun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9 is, therefore, linked
to the recognition and exercise of legal personality and legal capacity as enshrined in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nd further explained in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Further, it is linked to the absolute
prohibition of deten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s enshrined in article 14 and elaborated
in the respective guidelines.4

D. Article 19 (b)
28. Individualized support services must be considered a right rather than a form of
medical, social or charity care. For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a range
of individualized support services is a precondition for independent living within the
commun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choose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requirements and personal preferences, and
individualized support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adapt to the requirements of the
“users”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This places an obligation on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there are sufficient numbers of qualified specialists able to identify practical
solutions to the barriers to living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of the individual.
29. Subparagraph (b) specifies various individualized services which fall within the
category of support services. They are not restricted to services inside the home, but
must also be able to be extended to the sphere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political
and cultural participation; empowering parenthood and the ability to reach family
relatives and others;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cultural life; one’s leisure interests
and activities; and travel as well as recreation.
30. While individualized support services may vary in name, type or kind according
to the cultural, economic and geographic specifics of the State party, all support services
must be designed to support living within the community, preventing isolation and

4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72/55,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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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regation from others, and must in actuality be suitable for this purpose. It is important
that the aim of these support services be the realization of full inclusion within the
community. Therefore, any institutional form of support services which segregates and
limits personal autonomy is not permitted by article 19 (b).
31. It is also relevant to keep in mind that all support services have to be designed
and delivered in a mode which supports the overall purpose of the norm: full,
individualized, self-chosen and effectiv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and living
independently.

E. Article 19 (c)
32. Services and facilities mentioned in this section of the article are non-disabilityspecific support services and facilities for the general population in the community.
They cover a wide range of services, such as housing, public libraries, hospitals, schools,
transport, shops, markets, museums,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similar facilities and
services. These must be available, universally accessible, acceptable and adaptable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33. Accessibility of community facilities,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clusive, accessible employment, education and health care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Various deinstitutionalization programmes have shown that the closure of
institutions, regardless of their size and the relocation of inhabitants in the community,
in itself is not enough. Such reforms must be accompanied by comprehensive service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mes, including awareness programmes. Structural
reforms designed to improve overall accessibility within the community may reduce
the demand for disability-specific services.
34. In terms of material scope, article 19 covers access to safe and adequate housing,
individual services and community facilities and services. Access to housing means
having the option to live in the commu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19
is not properly implemented if housing is only provided in specifically designed areas
and arranged in a way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o live in the same building,
complex or neighbourhood. Accessible housing providing accommod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ther they live alone or as a part of a family, must be available
in sufficient number, within all areas of the community, to provid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hoose and the possibility to do so. To this end, barrier-fre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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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construction and the barrier-free retrofitting of existing residential structures
are required. In addition, housing must be afforda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35. Support services must be available within safe physical and geographical reach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urban or rural areas. They have to be affordable,
taking into account persons living on low incomes. They also need to be acceptable,
which means that they must respect standard levels of quality and be gender, age and
culturally sensitive.
36. Individualized support services which do not allow for personal choice and selfcontrol are not providing for living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Support
services provided as combined residential and support service (delivered as a combined
“package”) are often offe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premise of cost efficiency.
However, while this premise itself can be rebutted in terms of economics, aspects of
cost efficiency must not override the core of the human right at stak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required by rule to share personal assistance and assistants;
this should only be done with their full and free consent. The possibility to choose
is one of the three key elements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37. The right to equal support services corresponds with the duty to ensure th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rocesses related to facilities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ensuring that they are responsive to specific requirements,
are gender and age sensitive, and that they are available to allow for the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For children, the core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entails a right
to grow up in a family.

F. Core elements
38. The Committee finds it important to identify core elements of article 19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ealization of a standardized minimum support level sufficient to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is
carried out by every State party.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the core elements
of article 19 are always respected, particularly in times of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These core elements are:
(a) To ensure the right to legal capacity,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to decide where, with whom and how to live for al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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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ies, irrespective of impairment;
(b) To ensure non-discrimination in accessing housing, including the elements of
both income and accessibility, and adopting mandatory building regulations that
permit new and renovated housing to become accessible;
(c) To develop a concrete action plan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including taking steps towards facilitating
formal supports for independent living within the community so that informal
support by, for example, families is not the only option;
(d) To develop, implement, monitor and sanction non-compliance with legislation,
plans and guidance on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basic mainstream services
to achieve societal equality, including participa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social media, and secure adequate compet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o ensure that such technologies are developed,
including on the basis of universal design, and protected;
(e) To develop a concrete action plan and take steps toward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basic,
personalized,
non-shared
and
rights-based
disability-specific support services and other forms of services;
(f) To ensure non-retrogression in achieving the content of article 19 unless any
such measures have been duly justified and a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g) To collect consiste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still living in institutions;
(h) To use any available funding, including regional funding and fund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o develop inclusive and accessible independent living
services.

Ⅲ.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39.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must reflect the nature of human rights as either
absolute and immediately applicabl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progressively
applicabl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9 (a), the right to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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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 residence and where, how and with whom to live, is immediately applicable as
it is a civil and political right. Article 19 (b), the right to access individualized, assessed
support services, is 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Article 19 (c), the right to
access service facilities, is 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as many mainstream
services, such as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ebsites,
social media, cinemas, public parks, theatres and sports facilities, serve both social and
cultural purposes. Progressive realization entails the immediate obligation to design and
adopt concrete strategies, plans of action and resources to develop support services as
well as making existing, as well as new, general services inclusiv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40. The obligation to respect does not only have a negative aspect; its positive asp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no rights enshrined
in article 19 are violated by the State or by private entities.
41. In order to achieve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must take steps to the maximum of their available resources.5 These steps
must be taken immediately or within a reasonably short period of time. Such steps
should be deliberate, concrete, targeted and use all appropriate means.6 The systematic
realization of the right to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requires structural
changes. In particular, this applies to deinstitutionalization in all its forms.
42. States parties have the immediate obligation to enter into strategic planning, with
adequate time frames and resourcing, in close and respectful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place any institutionalized
settings with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s. The margin of appreciation of States
parties is related to the programmatic implementation, but not to the question of
replacement. States parties should develop transitional plans in direct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ful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43. When a State party seeks to introduce retrogressive measures with respect to article
19, for example, in response to an economic or financial crisis, the State is obliged
to demonstrate that such measures are temporary, necessary and non-discriminatory and
that they respect its core obligations.7
5
6

See article 2 (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article
4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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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The duty of progressive realization also entails a presumption against retrogressive
measures i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ch measures deprive
people with disabilities of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s a matter of consequence, retrogressive measures
constitute a violation of article 19.
45. States parties are prohibited from taking retrogressive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minimum core obligations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as
listed in the present general comment.
46. States parties are under an immediate obligation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or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guarantee their equal right to
living independently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This requires States parties
to repeal or reform policies, laws and practices that prev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for example, choosing their place of residence, securing affordable and accessible
housing, renting accommodation or accessing such general mainstream facilities and
services as their independence would require.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art. 5 (3)) is also not subject to progressive realization.

A. Obligation to respect
47. The obligation to resp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refrain from directly or indirectly
interfering with or in any way limiting the individual exercise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should not limit or deny
anyone’s access to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including through law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restrict the op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or where, how and with whom to live, or their autonomy. States parties
should reform laws that impede the exercise of the rights enshrined in article 19.
48. The obligation also requires States parties to repeal and refrain from enacting laws,
policies and structures that maintain and create barriers in access to support services
as well as to general facilities and services. It also entails the obligation to release
all individuals who are confined against their will in mental health services or other
disability-specific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It further includes the prohibition of
7

Letter dated 16 May 2012 address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vailable
from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
symbolno=INT%2fCESCR%2fSUS%2f6395&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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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orms of guardianship and the obligation to replace substituted decision-making
regimes with supported decision-making alternatives.
49. To resp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19 means that States
parties need to phase out institutionalization. No new institutions may be built by States
parties, nor may old institutions be renovated beyond the most urgent measures necessary
to safeguard residents’ physical safety. Institutions should not be extended, new residents
should not enter when others leave and “satellite” living arrangements that branch out
from institutions, i.e., those that have the appearance of individual living (apartments
or single homes) but revolve around institutions, should not be established.

B. Obligation to protect
50. The obligation to prot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measures to prevent family
members and third parties from directly or indirectly interfering with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The duty to prot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put in place and implement laws and policies prohibiting conduct by
family members and third parties, service providers, landowners or providers of general
services which undermines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be included and live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51.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public or private funds are not spent on maintaining,
renovating, establishing building or creating any form of institution or institutionalization.
Furthermore,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private institutions are not established under
the guise of “community living”.
52. Support should always be based on individual requirements, not on the interests
of the service provider.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mechanisms for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adopt measures which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being hidden
in the family or isolated in institutions and children from being abandoned or
institutionalized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and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to
detect situations of violen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third parties. States
parties should also prohibit directors and/or managers of residential institutions from
becoming guardians of residents.
53. The duty to protect also includ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practices such
as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or groups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services. States
parties should prohibit and prevent third parties from imposing practical or proced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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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s to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for example by
ensuring that services provided are in line with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denied the possibility to rent or are not
disadvantaged in the housing market. General community services open to the public
such as libraries, swimming pools, public parks/spaces, shops, post offices and cinemas
must be accessible and responsive to the requirem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enshrined in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C. Obligation to fulfil
54. The obligation to fulfil requires States to promote, facilitate and provide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budgetary, judicial, programmatic, promotional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The obligation to fulfil also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measures to eradicate practical barriers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such as inaccessible
housing, limited access to disability support services, inaccessible facilities, goods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and prejudic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55. States parties should empower family members to support the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to realize their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56. While implementing legis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States parties must
closely consult and actively involve a diverse ran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all aspects concerning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when developing support services and investing resources in
support services within the community.
57. States parties must adopt a strategy and a concrete plan of act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It should include the duty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s, to
improve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and to raise
awareness among all persons in society about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58. Deinstitutionalization also requires a systemic transformation, which includes the
closure of institutions and the elimination of institutionalizing regulations as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range of individualized
support services, including individualized plans for transition with budgets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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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s as well as inclusive support services. Therefore, a coordinated, cross-government
approach which ensures reforms, budgets and appropriate changes of attitude at all levels
and sectors of government, including local authorities, is required.
59. Programmes and entitlements to support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must
cover disability-related costs. Furthermore,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a sufficient
number of accessible and affordable housing units is crucial for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housing for families. It is also important that access to housing not be made
conditional upon requirements that reduce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ildings and spaces open to the public and all forms of transport
must be designed in a way that accommodates the requirement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must take deliberate and immediate steps to reallocate funding
towards realiz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60. Disability support services must be available, accessible, affordable, acceptable and
adaptabl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e sensitive to different living conditions,
such as individual or family income,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sex, age,
national or ethnic origin and linguistic, religious, sexual and/or gender identity.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does not allow the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any reason, including the kind and amount of support services required.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should not be shared with others unless it is
based on a decision based on free and informed consent.
61. States parties shall incorporate the following elements into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ccess to assistance: the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a human rights approach
to disability; focus on the requirements of the person that exist because of barriers within
society rather than the impairment; take into account, and follow, a person’s will and
preferences; and ensure the full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62. Cash transfers such as disability allowances represent one of the forms in which
States parties provide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ine with articles 19 and
28 of the Convention. Such cash transfers often acknowledge disability-related expenses
and facilitate the ful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Cash
transfers also tackle situations of poverty and extreme poverty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face. States parties must not add to the hardship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reducing their income in times of economic or financial crisis or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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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erity measur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human rights standards set out in paragraph
38 above.
63.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ssessed using a personalized
approach and tailored to the specific activities and actual barriers to inclusion in the
community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 The assessment should acknowledg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e acces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varies over time.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personalization of support, including cash
transfers/personal budgets, take into account and address the challeng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 when living in rural and/or urban areas.
64.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and disseminate timely, up-to-date and accurate
information essential for informed decision-making on choices of independent living
and support services in the community. This should be in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Braille, sign language, tactile and Easy Read formats and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modes of communication.
65. States should ensure that personnel working or about to work in disability-related
services, including service personnel, decision makers and civil servants monitoring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dequately trained on independent living within
the community, in theory and practice. States should also establish criteria, in line with
article 19, concerning entities applying for permission to deliver social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and assess how they perform their
duties. States parties should also ensure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and the investments and projects undertaken thereby
do not contribute to the perpetuation of barriers to independent living within the
community but rather eradicate barriers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fter situations of disaster,
it is important not to rebuild barriers, as an element of implementing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66. States parties must ensure access to justice and provide legal aid and appropriate
legal advice, remedies and support, including through reasonable and procedural
accommo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seek to enforce their right to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67.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adequate support services to family carers so they
can in turn support their child or relative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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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hould include respite care services, childcare services and other supportive
parenting services. Financial support is also crucial for family carers, who often live
in situations of extreme poverty without the possibility of accessing the labour market.
States parties should also provide social support to families and foster the development
of counselling services, circles of support and other adequate support options.
68. States parties must regularly conduct surveys and other forms of analysis providing
data on the phys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al, infrastructural and attitudinal
barriers experien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Ⅳ. Relationship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69.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is interrelated
with the enjoyment of other human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At the same
time, it is more than the sum of those rights as it affirms that all rights should be
exercised and enjoyed in the community where a person chooses to live and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one’s personality can be fulfilled.
70. Consultations with and the a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rt. 4 (3)), is critical for the adoption of all plans
and strategies as well as for follow-up and monitoring when implementing the right
to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Decision makers at all levels must actively
involve and consult the full ran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71. Non-discrimination (art. 5), in terms of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is important in regard to accessing and receiving support services.
States parties should define eligibility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ccessing support
services in a non-discriminatory way, objectively and focu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person rather than on the impairment, following a human rights-compliant approach.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quirements,
such as services for children, students, employees and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discriminatory violation of the Convention, but rather
as a just and legally available affirmative ac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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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article 19 must have effective and affordable legal remedies
at their disposal.
72. Ofte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t. 6) are more excluded and isolated,
and face more restrictions regarding their place of residence as well as their living
arrangements owing to paternalistic stereotyping and patriarchal social patterns that
discriminate against women in societ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lso experience
gender-based,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greater risk of
institutionalization an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abuse and harassment.8 States
parties must provide affordable, or free, legal remedy and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of violence and abuse. Women with disabilities who face domestic violence are
frequently more economically, physically or emotionally dependent on their abusers,
who often act as caregivers, a situation that prevents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leaving abusive relationships and leads to further social isolation. Therefore, when
implementing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gender equality, the elimination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patriarchal social patterns.
73. Cultural norms and values may adversely restrict the choices and control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over their living arrangements, limit their autonomy, oblige
them to live in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s, require them to suppress their own
requirements and instead serve those of others and take certain roles within the family.9
States parties should take measures to tackle discrimination and barriers against women
in accessing social services and support, as well as ensure that various policies,
programmes and strategies concerning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support take due
consideration of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74. States parties should also ensure that measures aimed at development, empowerment
and advancement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t. 6 (2)) address gender-based
inequalities in accessing support and social protection. States parties should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courage work-life balance (resources, time, services) that support
women with disabilities in (re-)entering the open labour market and ensure eq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women and men for the exercise of parental responsibilitie
s.10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shelters for victims of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3 (2016)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9 Ibid., paras. 8, 18, 29 and 55.
10 Se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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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based violence are fully accessible to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75. The existence of adequate and age-sensitive support services for girls and boys
with disabilities is of vital importance for the equal enjoyment of their human rights
(art. 7). Respecting the evolving capac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ing
them in having a say in choices that have an impact on them is critical.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support, information and guidance to families (art. 23) to prevent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have inclusive policies on adoption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76. When it comes to soci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with peers, teenagers may
prefer personal assistance or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ers to informal support
provided by relatives.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innovative forms of support and
accessible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personal contact
or through their organizations.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y require support to practise
sports o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with other children their age.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abled to spend time and take part in leisure activities with their
peers. States parties must provide assistive devices and technologies that can facilitate
the inclusion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in their peer networks. Further, services
that facilitate the transition of young people to adulthood, including support with moving
out of the family home, starting employment and continuing into higher education, are
crucial i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77. Awareness-raising (art. 8) is essential to create open, enabling and inclusive
communities, as article 19 is ultimately about transforming communities. Stereotypes,
ableism and misconceptions that prev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living
independently must be eradicated and a positive image of them and their contributions
to society must be promoted. Awareness-raising should be provided for authorities, civil
servants, professionals, the media, the general public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ll awareness-raising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in close cooper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78.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9 are tied to the obligations of the States parties
relating to accessibility (art. 9) because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the whole built
environment, transpo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related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to the public in a community is a precondition for living independently
(1994) on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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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mmunity. Article 9 requires the identification and elimination of barriers in
buildings open to the public, such as the revision of building and urban planning codes,
the inclusion of standards of universal design in a variety of se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ccessibility standards for housing.
79. States parties must take into account in advance the obligation to provide support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disaster risk management activities (art. 11)
and make sure that they are not left behind or forgotten. It is also important that barriers
are not rebuilt after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humanitarian emergencies or the
occurrence of a natural disaster. Reconstruction processes must ensure full accessibility
for the independent life in the commu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80.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 12) ensures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xercise their full legal capacity and therefore have the equal right
to exercise choice and control over their own lives by choosing where, with whom
and how they want to live and to receive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ir will and
preferences. To fully realize the transition to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implement
the rights enshrined in article 12, it is imperativ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and express their wishes and preferences in order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achieve this, they have to be
a part of the community. Furthermore, support i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should
be provided using a community-based approach which respects the wishes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81. Access to justice as enshrined in article 13 is fundamental to ensur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legal capacity and standing in courts. States parties
must furthermore ensure that all decisions concerning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can be appealed. Support to enable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shall be enforceable as a right and an entitlement. To ensure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substantial rights to legal aid, support and procedural and age-appropriate
accommodations are essential.
82. Involuntary institutionalization on the grounds of impairment or associated
circumstances such as presumed “dangerousness” or other factors as elaborated by the
Committee in its guidelines on article 14 is often caused or increased by a lack of
disability- specific support services. Implementing article 19 thus will ultimately prevent
violation of artic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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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It is of paramount significance to ensure that support services leave no space for
potential abuse or explo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any violence against them
(art. 16). Disability-, gender- and age-sensitive monitoring, legal remedies and relief
must be available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use services prescribed in article
19 and who may face abuse, violence and exploitation. Since institutions tend to isolate
those who reside within them from the rest of the community, institutionalized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further susceptible to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forced sterilization, sexual an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further isolation.
They also face increased barriers to reporting such violence. It is imperative that States
include these issues in their monitoring of institutions and ensure access to redres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exposed to gender-based violence in institutions.
84. Without support for personal mobility (art. 20), barriers to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continue to exist for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rovision
of affordable and available quality mobility aids, devices, assistive technologies and
forms of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as enshrined in article 20, is a precondition
for the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85.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access all public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and to seek, receive and express information and idea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 21). Communication can be provided in forms and formats of their choice,
including Braille, sign language, tactile and Easy Read formats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ha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flow in both directions and that services and facilities are accessible for
individuals who use different ways of communicating. I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hat information about support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schemes, including
disability-related mechanisms, is accessible and available from a diversity of sources
in order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ake fully informed decisions and choices
about where, with whom and how to live and what kind of service is best suited to
them. It is also of critical importance that mechanisms to provide feedback and
complaints are communication accessible.
86.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in the provision of support services under article
19, the privacy, family, home, correspondence and honou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from any unlawful interference (art. 22). In any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disability-, gender- and age-sensitive monitoring, legal remedies and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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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available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support services.
87. The right to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is intimately linked with the
right to family for children and parents with disabilities (art. 23). The absence of
community-based support and services may create financial pressures and constraints
for the famil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ights enshrined in article 23 are essential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taken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being institutionalized,
as well as to support families in community living. These rights are equally important
to ensure that children are not taken away from their parents because of the latter’s
disability.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guidance and support to families
in upholding their children’ rights and promot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88.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is inherently linked to
inclusive education (art. 24) and requires recognition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enjoy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
y.11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mainstream education system generates
further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Deinstitutionalization
also entails the introduction of inclusive education. States parties should note the role
that exercising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will play in building the strengths, skills
and competencies necessary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joy, benefit from and
contribute to their communities.
89. General health facilities and services (art. 25) must be available, accessible,
adaptable and accept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ir communities, including
the support required by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example those with complex
communication requirements, psychosocial disabilities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or
deaf persons) during hospitalizations, surgeries and medical consultations. The provision
of nurses, physiotherapists, psychiatrists or psychologists, in hospitals as well as at home,
is a part of health care and should not be seen as the fulfilment of a States party’s
obligation under article 19, but rather under article 25.
90.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art. 26) are
interdependent. For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on in rehabilitation services
is not possible if they do not receive sufficient individualized support.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rehabilitation i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ully and
effe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The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of a person
11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2016)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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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y must always take place with his/her free and informed consent.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are predominantly relevant in relation to education,
employment, health and social matters.
91. The existence of individualized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often
is a precondition for effective enjoyment of the right to work and employment (art.
27). Furthermor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also become employers, managers
or trainers in disability-specific support services. Implementing article 19 will thus help
to phase out sheltered employment.
92.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rt.
28),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inter alia, access to support services that enable them
to live independently. Therefore, there is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States parties
to ensure access to appropriate and affordable services, devices and other assistance
for impairment-related requirements, especially for thos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ive in poverty. Furthermore, access to public and subsidized housing programmes in
the community is required. It is considered contrary to the Conven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y for disability-related expenses by themselves.
93. In order to influence and take part in decisions impacting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enjoy and exercise their rights to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rt. 29) personally or through their organizations.
Appropriate support can provide valuable assista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 to vote, to take part in political life and to conduct public affair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ssistants or other support staff do not restrict or abuse
the choic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make in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94.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art. 30) are important dimensions of life
in the community in which inclusion can be pursued and achieved, for example by
ensuring that events, activities and facilities are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inclusive. Personal assistants, guides, readers and professional sign language
and tactile interpreters, among others, contribute to an inclusive life in the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will and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important
that the use of support of any kind is considered part of disability-related expenses
as such support services help foster inclusion in the community and independent living.
Assistants necessary for participating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should not be
required to pay entrance fees. There should also be no restrictions on when, where
and for what kinds of activities assistance can be us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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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Data and information must be disaggregated systematically (art. 31) by disability
across all sectors, including with respect to housing, living arrangements and social
protection schemes as well as access to independent living and support and services.
The information should allow for regular analyses of how deinstitutionalization and
transition to support services in the community have progressed. It is important that
indicators reflec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in every State party.
96.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 32) must be conducted in a way which ensures that
foreign aid is invested in support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that respect the will
and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ster their right to choose where, with
whom and under what living arrangements they will live, in line with article 19. Investing
money obt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velopment of
new institutions or places of confinement or institutional models of care is not acceptable,
as it leads to the segregation and iso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Ⅴ.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97. The Committee notes that States parties may face challenges at the national level
when implementing the right to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However, in line with the normative content and obligations outlined above,
States parties should take the following step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a) Repeal all laws that prevent any person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the type
of impairment, to choose where and with whom and how to live, including
the right not to be confined on the basis of any kind of disability;
(b) Enact and enforce laws, standards and other measures with the purpose of
making local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ccessibl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c) Ensure that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diverse
ran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d) Insert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for both physical and virtual space in
policies, law, standards and other measures, including monitoring the
realization/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review building codes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and legislativ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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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nstruction, as outlined in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e) Provide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to
live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f) Inform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their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in ways they can understand and provide
empowerment trainings with the aim of suppor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earn how to enforce their rights;
(g) Adopt clear and targeted strategi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with specific time
frames and adequate budgets, in order to eliminate all forms of isolation,
segreg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ersons with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currently in institutions;
(h) Create awareness programmes that tackle negative attitudes and stereotypes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cure community transformation in an effort
to develop individualized and accessible mainstream services;
(i) Ensur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ally and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ransforming support services and
communities an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j) Design comprehensive policies and legislative guidelines and allocat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construction of affordable and accessible housing units, the
built environment, public spaces and transport, along with an adequate time
frame for their implementation and sanctions which are effective, deterrent and
proportionate for violations by public or private authorities;
(k) Allocate resources to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and sufficient persondirected/“user”-led and self-managed support service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personal assistance, guides, readers and professionally
trained sign language or other interpreters;
(l) Design tendering processes for providing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at take into account the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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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stablish mechanisms to monitor existing institutions and residential services,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living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bearing in mind the role of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n) Carry out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envisaged under article 19 in
full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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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The aim of the present general comment is to clarify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regarding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as enshrined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laws and policies of States parties still approach
disability through charity and/or medical models, despite the incompatibility of those
models with the Convention. The persistent use of such paradigms fails to acknowledge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full subjects of rights and as rights holders. In addition,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efforts by States parties to overcome attitudinal barriers
to disability have been insufficient. Examples include enduring and humiliating
stereotypes, and stigma of and prejudic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being a
burden on society. In response, it is critical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play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legal and policy
reforms.
3. The broadening of anti-discrimination laws and human rights frameworks has led
to extende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ny States parties.
Nevertheless, laws and regulatory frameworks often remain imperfect and incomplete
or ineffective, or reflect an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model of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nineteenth session (14 February–9 March 2018).
GE.18-0666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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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Many national laws and policies perpetuate the exclusion and isolation of
an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often lack a
recognition of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or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
fail to acknowledge that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constitutes
discrimination; and lack effective mechanisms of legal redress and reparation. Such laws
and policies are commonly not regarded as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because they
are justified as being for the protection or care of the persons with a disability, or
in their best interest.

Ⅱ. Equality for and non-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ternational law
4.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e among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are interconnected with human
dignity, they are the cornerstones of all human rights. In its articles 1 and 2,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that everyone is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condemns discrimination on a non-exhaustive number of grounds.
5.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e at the core of all human rights treatie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hibit discrimination on an open list of grounds,
from which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riginated. All of the themati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nventions1 aim to establish equali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contain provisions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taken into account the experiences offered by the other
conventions, and its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represent the ev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tradition and approach.
6. The term “dignity” appears in the Convention more often than in any oth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nvention. It is included in the preamble, in which States parties
recall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proclaimed therein, which
1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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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a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7.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e at the heart of the Convention and evoked
consistently throughout its substantive articles with the repeated use of the wording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which links all substantive rights of the Convention
to the non- discrimination principle. Dignity, integrity and equality of the person have
been denied to those with actual or perceived impairments. Discrimination has occurred
and continues to occur, including in brutal forms such as non-consensual and/or forced
systematic sterilizations and medical or hormone-based interventions (e.g. lobotomy or
the Ashley treatment), forced drugging and forced electroshocks, confinement, systematic
murder labelled “euthanasia”, forced and coerced abortion, denied access to health care,
and mutilation and trafficking in body parts, particularly of persons with albinism.

Ⅲ.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and inclusive equality
8. Individual or medical models of disability prevent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recognized as rights holders but are instead “reduced” to their
impairments. Under these models, discriminatory or differential treatment against and
the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een as the norm and is legitimized by
a medically driven incapacity approach to disability. Individual or medical models were
used to determine the earliest international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disability, even
after the first attempts to apply the concept of equality to the context of disability.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 and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 were the first human rights instruments that
contained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these early soft-law human rights instruments paved the way for an equality approach
to disability, they were still based on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as impairment
was seen as a legitimate ground for restricting or denying rights. They also include
language that is now considered inappropriate or obsolete. A further step was taken
in 1993 with the adoption of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proclaimed “equality of opportunities” a fundamental
concept of disability policy and law.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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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airments must not be taken as a legitimate ground for the denial or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t acknowledges that disability is one of several layers of identity.
Hence, disability laws and policies must take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o account. It also recognizes that human rights are interdependent, interrelated and
indivisible.
10.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onvention under article
3, marks a significant development from a formal model of equality to a substantive
model of equality. Formal equality seeks to combat direct discrimination by treating
persons in a similar situation similarly. It may help to combat negative stereotyping
and prejudices, but it cannot offer solutions for the “dilemma of difference”, as it does
not consider and embrace differences among human beings. Substantive equality, by
contrast, also seeks to address structural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nd takes into
account power relations. It acknowledges that the “dilemma of difference” entails both
ignoring and acknowledging differences among human beings in order to achieve
equality.
11. Inclusive equality is a new model of equality developed throughout the Convention.
It embraces a substantive model of equality and extends and elaborates on the content
of equality in: (a) a fair redistributive dimension to address socioeconomic disadvantages;
(b) a recognition dimension to combat stigma, stereotyping, prejudice and violence and
to recognize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eir intersectionality; (c) a participative
dimension to reaffirm the social nature of people as members of social groups and
the full recognition of humanity through inclusion in society; and (d) an accommodating
dimension to make space for difference as a matter of human dignity. The Convention
is based on inclusive equality.

Ⅳ. Legal character of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12.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e principles and rights. The Convention refers
to them in article 3 as principles and in article 5 as rights. They are also an interpretative
tool for all the other principles and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The
principles/right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e a cornerstone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Promoting equality and tackling discrimination
are cross-cutting obligations of immediate realization. They are not subject to progressive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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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rticle 5 of the Convention, like article 2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rovides in itself an autonomous right independent from other
provisions. It prohibits de jure or de facto discrimination in any field regulated and
protected by public authority. Read together with article 4 (1) (e), it is also evident
that it extends to the private sector.

Ⅴ. Normative content
A. Article 5 (1) on being equal before and under the law
14.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e the term “equal before the law”,
which describes the entitlement of persons to equal treatment by and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s a field. In order that this right may be fully realized,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must no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iscriminat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ity under the law” is unique to the Convention. It refers
to the possibility to engage in legal relationships. While equality before the law refers
to the right to be protected by the law, equality under the law refers to the right to
use the law for personal benefi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be effectively
protected and to positively engage. The law itself shall guarantee the substantive equality
of all those within a given jurisdiction. Thus, the recognition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qual under the law means that there should be no laws that allow for
specific denial, restriction or limita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at disability should be mainstreamed in all legislation and policies.
15. This interpretation of the terms “being equal before the law” and “being equal under
the law” is in line with articles 4 (1) (b) and (c) of the Convention, according to which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public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that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that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modified or abolished; and tha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aken into account
in all policies and programmes.

B. Article 5 (1) on equal protection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16.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include related but
distinct concept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e phras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s well know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law and is used to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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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national legislatures refrain from maintaining or establish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enacting laws and policies. Reading article 5 in
conjunction with articles 1, 3 and 4 of the Convention, it is clear that, in order to
facilitate the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of the rights
guaranteed under legislation, States parties must take positive actions. Accessibility,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individual supports are often required.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erm “equal benefit of the law” is used,
meaning that States parties must eliminate barriers to gaining access to all of the
protections of the law and the benefits of equal access to the law and justice to assert
rights.

C. Article 5 (2)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17. Article 5 (2) contains the legal requirements for achieving equa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associated with them. The obligations to prohibit al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clud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associates, e.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is far-reaching and imposes positive duties of protection on States parties.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s defined in article 2 as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It include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That definition is based on legal definitions of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article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t goes beyond
those definitions in two aspects: first, it includes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a form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second, the phra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s a new component. In its articles 1 and 3,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tains a similar but more limited
phras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The phra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s not only limited to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based discrimination but
also permeates the whol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one hand, it mean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not be granted more or f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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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or benefits than the general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it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take concrete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de facto equa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at they can in fact enjo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8. The duty to prohibit “all discrimination” include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identifies four main forms of discrimination, which
can occur individually or simultaneously:
(a) “Direct discrimination” occurs when, in a similar situ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treated less favourably than other persons because of a different
personal status in a similar situation for a reason related to a prohibited ground.
Direct discrimination includes detrimental acts or omissions based on prohibited
grounds where there is no comparable similar situation.2 The motive or intention
of the discriminating party is not relevant to a determination of whether
discrimination has occurred. For example, a State school that refuses to admit
a child with disabilities in order not to change the scholastic programmes does
so just because of his or her disability and is an example of direct
discrimination;
(b) “Indirect discrimination”3 means that laws, policies or practices appear neutral
at face value but have a disproportionate negative impact on a person with
a disability. It occurs when an opportunity that appears accessible in reality
excludes certain persons owing to the fact that their status does not allow them
to benefit from the opportunity itself. For example, if a school does not provide
books in Easy-Read format, it would indirectly discriminate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although technically allowed to attend the
school, would in fact need to attend another. Similarly, if a candidate with
restricted mobility had a job interview on a second floor office in a building
without an elevator, although allowed to sit the interview, the situation puts
him/her in an unequal position;
(c)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Convention, constitutes discrimination if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that do not impose a “disproportionate or undue
2
3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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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den”) are denied and are needed to ensure the equal enjoyment or exercise
of a human right or fundamental freedom. Not accepting an accompanying
person or refusing to otherwise accommodate a person with a disability are
examples of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d) “Harassment” is a form of discrimination when unwanted conduct related to
disability or other prohibited grounds takes place with the purpose or effect
of violating the dignity of a person and of creating an intimidating, hostile,
degrading, humiliating or offensive environment. It can happen through actions
or words that have the effect of perpetuating the difference and oppres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segregated places, such as residential institutions, special
schools or psychiatric hospitals, where this type of discrimination is more likely
to occur and is by nature invisible, and so not likely to be punished. “Bullying”
and its online form, cyberbullying and cyberhate, also constitute particularly
violent and harmful forms of hate crimes. Other examples include
(disability-based) violence in all its appearances, such as rape, abuse and
exploitation, hate-crime and beatings.
19. Discrimination can be based on a single characteristic, such as disability or gender,
or on multiple and/or intersecting characteristics.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occurs
whe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ssociated to disability suffers discrimination of any
form on the basis of disability, combined with,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ethnic,
gender or other status.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can appear as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or harassment. For example, while
the denial of access to general health-related information due to inaccessible format
affects all persons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e denial to a blind woman of access
to family planning services restricts her rights based on the intersection of her gender
and disability.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se grounds. States parties
must address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ultiple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Committee is a situation where a person
can experience discrimination on two or several grounds, in the sense that discrimination
is compounded or aggravate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refers to a situation where
several grounds oper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in such a way
that they are inseparable and thereby expose relevant individuals to unique types of
disadvantage and discrimination.4
4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3 (2016) 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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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can be against persons who have a
disability at present, who have had a disability in the past, who have a disposition
to a disability that lies in the future, who are presumed to have a disability, as well
as those who are associated with a person with a disability. The latter is known as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 The reason for the wide scope of article 5 is to eradicate
and combat all discriminatory situations and/or discriminatory conducts that are linked
to disability.
21.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means that all possible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ir intersections must be taken into account. Possible ground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disability; health status; genetic or other predisposition
towards illness; race; colour; descent; sex; pregnancy and maternity/paternity; civil;
family or career status; gender expression;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indigenous or social origin; migrant, refugee or asylum status;
belonging to a national minority; economic or property status; birth; and age, or a
combination of any of those grounds or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ny of those
grounds.
22.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means that States
parties have positive obligations to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discrimination,
with an obligation to enact specific an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e explicit legal prohibition of disability-based and othe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egisl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nd sanctions in relation to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Where the discrimination is of a
systemic nature, the mere granting of compensation to an individual may not have any
real effect in terms of changing the approach. In those cases, States parties should also
implement “forward- looking, non-pecuniary remedies” in their legislation, meaning that
further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carried out by private parties and
organizations is provided by the State party.

D. Article 5 (3) on reasonable accommodation
23.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n intrinsic part of the immediately applicable duty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disability.5 Example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5

and girls with disabilities, paras. 4 (c) and 16.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5 (1994)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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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making existing facilities and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modifying equipment; reorganizing activities; rescheduling work; adjusting
curricula learning materials and teaching strategies; adjusting medical procedures; or
enabling access to support personnel without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24. Reasonable accommodation duties are different from accessibility duties. Both aim
to guarantee accessibility, but the duty to provide accessibility through universal design
or assistive technologies is an ex ante duty, whereas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n ex nunc duty:
(a) As an ex ante duty, accessibility must be built into systems and processes
without regard to the need of a particular person with a disability, for example,
to have access to a building, a service or a produc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States parties must set accessibility standards that are developed and
adopted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istent with article 4 (3) of the Convention. The duty of accessibility is
a proactive, systemic duty;
(b) As an ex nunc duty,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provided from the
moment that a person with a disability requires access to non-accessible
situations or environments, or wants to exercise his or her rights. Reasonable
accommodation is often but not necessarily requested by the person who
requires access, or by relevant representatives of a person or a group of people.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negotiated with the applicant(s).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provided becomes a collective
or public good. In other cases,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provided only
benefit the applicant(s).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n
individualized reactive duty that is applicable from the moment a request for
accommodation is received. Reasonable accommodation requires the duty bearer
to enter into dialogue with the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not limited to
situations in which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has asked for an accommodation
or in which it could be proved that the alleged duty bearer was actually aware
that the person in question had a disability. It should also apply in situations
where a potential duty bearer should have realized that the person in question
had a disability that might require accommodations to address barriers to
exerci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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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 and
5 of the Convention can be broken down into two constituent parts. The first part imposes
a positive legal obligation to provide a reasonable accommodation which is a
modification or adjustment tha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where it is requir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hat a person with a disability can enjoy or exercise her
or his rights. The second part of this duty ensures that those required accommodations
do not impose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on the duty bearer.
(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 single term, and “reasonable”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n exception clause; the concept of “reasonableness”
should not act as a distinct qualifier or modifier to the duty. It is not a means
by which the costs of accommodation or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can be
assessed — this occurs at a later stage, when the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assessment is undertaken. Rather, the reasonableness of an
accommodation is a reference to its relevan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for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An accommodation is reasonable, therefore,
if it achieves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it is being made, and is
tailor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b)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should be understood as a single concept
that sets the limit of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Both terms
should be considered synonyms insofar as they refer to the same idea: that
the request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needs to be bound by a possible
excessive or unjustifiable burden on the accommodating party;
(c) “Reasonable accommodation” should also not be confused with “specific
measures”,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measures”. While both concepts aim
at achieving de facto equality,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
non-discrimination duty, whereas specific measures imply a preferential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ver others to address historic and/or
systematic/systemic exclusion from the benefits of exercising rights. Examples
of specific measures include temporary measures for countering the low
numbers of women with disabilities employed in the private sector and support
programmes to increase the number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ertiary
education. Similarly, reasonable accommodation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provision of support, such as personal assistants, under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or support to exercis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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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d) “Procedural accommodations” in the context of access to justice should not
be confused with reasonable accommodation; while the latter is limited by the
concept of disproportionality, procedural accommodations are not.
26. Key elements that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nclude:
(a) Identifying and removing barriers that have an impact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alogue with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concerned;
(b) Assessing whether an accommodation is feasible (legally or in practice) — an
accommodation that is legally or materially impossible is unfeasible;
(c) Assessing whether the accommodation is relevant (i.e., necessary and
appropriate) or effective in ensuring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in question;
(d) Assessing whether the modification imposes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on the duty beare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disproportionate or unduly burdensome requires an assessment of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s employed and its aim, which is
the enjoyment of the right concerned;
(e) Ensuring that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is suitable to achieve the essential
objective of the promotion of equality an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ase-by-case approach based on
consultations with the relevant body charged with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the person concerned is therefore required. Potenti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clude financial costs, resources available (including public subsidies), the size
of the accommodating party (in its entirety), the effect of the modification on
the institution or the enterprise, third-party benefits, negative impacts on other
persons and reasonable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State
party as a whole and the private sector entities, overall assets rather than just
the resources of a unit or department within an organizational structure must
be considered;
(f) Ensuring that the persons with a disability more broadly do not bear th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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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nsuring that the burden of proof rests with the duty bearer who claims that
his or her burden would be disproportionate or undue.
27. Any justification of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based on
objective criteria and analysed and communicated in a timely fashion to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concerned. The justification test in reasonable accommodation is related
to the l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bearer and the rights holder.

E. Article 5 (4) on specific measures
28. Specific measures not to be regarded as discrimination are positive or affirmative
measures that aim to accelerate or achieve de facto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measures are mentione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article
4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 article 1 (4)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entail adopting or maintaining certain advantages in favour
of an underrepresented or marginalized group. They are usually temporary in nature,
although in some instances permanent specific measures are required, depending on
context and circumstances, including by virtue of a particular impairment or the structural
barriers of society. Examples of specific measures include outreach and support
programmes, allocation and/or reallocation of resources, targeted recruitment, hiring and
promotion, quota systems, advancement and empowerment measures, as well as respite
care and technological aids.
29. Specific measures adop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5 (4) of the Convention
must be consistent with all its principles and provisions. In particular, they must not
result in perpetuation of isolation, segregation, stereotyping, stigmatization or otherwis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us, States parties must consult closely
with and actively involv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y adopt specific measures.

Ⅵ. General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30.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In that regard, States parties must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discriminat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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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parties shall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that constitute such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has often given examples in that
regard including: guardianship laws and other rules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legal
capacity;6 mental health laws that legitimize forced institutionalization and forced
treatment, which are discriminatory and must be abolished;7 non-consensual steriliz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accessible housing and institutionalization policy;8
segregated education laws and policies;9 and election laws that disenfranchise persons
with disabilities.10
31. The effective enjoyment of the rights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calls for
the adoption of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a) Measures to raise the awareness of all people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onvention, the meaning of discrimination and the existing
judicial remedies;
(b) Measures to ensur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are actionable in
domestic courts and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c) Protection from retaliation, such as adverse treatment or adverse consequences
in reaction to a complaint or to proceedings aimed at enforcing compliance
with equality provisions;
(d) The legal right to bring a lawsuit to court and to pursue claims through
associations, organizations or other legal entities that have a legitimate interest
i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e) Specific rules relating to evidence and proof to ensure that stereotyped attitudes
about the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not result in victims of
discrimination being inhibited in obtaining redress;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7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on article 14, paras. 6 and 14.
Available from the Committee’s web page
(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8 See, for example, general comment No. 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para. 46.
9 See general comment No. 4 (2016)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para. 24.
10 See Bujdosó et al v. Hungary (CRPD/C/10/D/4/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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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for breach of the right to
equality and adequate remedies;
(g) Sufficient and accessible provision of legal aid to ensure access to justice for
the claimant in discrimination litigation.
32. States parties must identify areas or sub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including those who face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 that require specific measures
to accelerate or achieve inclusive equality. States parti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adopt
specific measures for such groups.
33. Regarding the consultation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article 4 (3) and article
33 (3) of the Convention emphasize the important role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play i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they consult closely and actively involve such
organizations, which represent the vast diversity in society, including children,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a genetic or neurological condition, persons with rare and chronic
diseases, persons with albinism,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or intersex persons,
indigenous peoples, rural communities, older persons, women, victims of armed conflicts
and persons with an ethnic minority or migrant background. Only then can it be expected
that all discrimination, including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will be
tackled.
34. States parties have information obligations in relation to article 5 of the Convention
in that they must collect and analyse appropriate data and research information in order
to identify inequalities,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patterns of disadvantage, and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promoting equality. The Committee has observed that,
in many States parties, there is a lack of updated data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at often, in cases where the national law and regulations allow it, no differentiation
is made according to impairment, gender, sex, gender identity, ethnicity, religion, age
or other layers of identity. Such data and its analysi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for
developing effective anti-discrimination and equality measures.
35. States parties should also conduct appropriate research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equa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earch agendas must emb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earch processes from the agenda-setting stage to ensure their
meaningful participation in research. Inclusive and participatory research processes
should ensure a safe space for participants and centre around the lived experien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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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Ⅶ. Relationship with other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A. Article 6 on women with disabilities
36.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among those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most often experience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11
Article 6 is a cross-cutting article and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relation to all
provisions of the Convention.12 While only article 6 mentions the term “multiple
discrimination”,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may occur in any combination
of two or more grounds. Article 6 is a binding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ticle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obliges States
parties to promote equality of both opportunity and outcomes. Moreover, article 6, like
article 7, must be regarded as illustrative, rather than exhaustive, setting out obligations
in respect of the two prominent examples of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B. Article 7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37.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ten experience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must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at are specific to children; provide effective and accessible remedies; and
raise awareness among the public and professionals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In many States parties, for instance, children can lawfully be assaulted
under the guise of “discipline” or “safety” (e.g. restraint). This physical punishment
often disproportionately affec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must prohibit
all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and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f children,
in all settings, and ensure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to enforce this ban.
38. The concept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contained in article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hould be appli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circumstances. States parties should promote the
mainstreaming of disability in general laws and policies o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concept of best interest, however, should not be used to prevent children, especially
11
12

Se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2010) on the cor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para. 31.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3, par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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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s with disabilities, from exercising their right to bodily integrity. It should be used
to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informed, consulted and have a say in every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their situation.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should
address viol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denied
the right to grow up in their families as a matter of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should
implement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that help children to live with their families
or in alternative family care in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should also adopt support
measures to enable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xercise their right to be heard, in
all procedures that affect them, including in parliament, committees and bodies of
political decision-making.

C. Article 8 on awareness-raising
39. Discrimination cannot be combated without awareness-raising among all sectors of
government and society. Thus, any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measure must be
accompanied by adequate awareness-raising measures and measures to change or abolish
compounded pejorative disability stereotypes and negative attitudes. In addition,
violence, harmful practices and prejudices must be tackled by awareness-raising
campaigns.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measures to encourage, inter alia, the media
to portra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to modify harmful view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those
that portray them unrealistically as being dangerous to themselves and others, or sufferers
and dependent objects of care without autonomy who are unproductive economic and
social burdens to society.

D. Article 9 on accessibility
40. Accessibility is a precondition and a means to achieve de facto equality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must address accessi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public
transport,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which must be available
and usable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ccessibility
in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services includes the provision of social and
communication support.
41. As noted above, accessibi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are two distinct
concepts of equality law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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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ssibility duties relate to groups and must be implemented gradually but
unconditionally;
(b) Reasonable accommodation duties, on the other hand, are individualized, apply
immediately to all rights and may be limited by disproportionality.
42. Because the gradual realization of accessibility in the built environment, public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may take time, reasonable
accommodation may be used as a means to provide access to an individual in the
meantime, as it is an immediate duty. The Committee calls upon States parties to be
guided by it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E. Article 11 o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43. Non-discrimination must be ensured i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based also on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humanitarian disarmament law, to address the increased risk inherent in such situation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44. Internationally displace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or refugees with disabilities
often lack equal access to basic necessities, such as water, sanitation, food and shelter.
For example, accessible hygiene facilities like latrines and showers often do not exist
or are insufficient.
45.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re at a particularly increased risk of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exploitation
or abuse and are less likely to be able to have access to recovery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r access to justice.13
46. States parties are therefore required to ensur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all programmes and actions. This means to include on an equal basi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ational emergency protocols, to fully recogn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vacuation scenarios, to provide for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elplines and hotlines,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id relief is distributed in an
accessible, non- discriminatory wa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emergencies, and to ensure that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acilities in emergency
shelters and refugee camps are available and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3

See general comment No. 3, paras.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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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mergencies, accessible reconstruction is decisive for the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To ensure these elements, States parties must closely engage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all the
stages of emergencies.

F. Article 12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47. The right to legal capacity is a threshold right, that is, it is required for the enjoyment
of almost all other rights in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ticles 5 and 12 are fundamentally connected, because equality
before the law must include the enjoyment of legal capacity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Discrimination through denial of legal capacity
may be present in different ways, including status-based, functional and outcome-based
systems. Denial of decision-making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rough any of these
systems is discriminatory.14
48. A key difference between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obligation under article
5 of the Convention and the support that must be provid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ercising their legal capacity under article 12 (3) is that there is no limit on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12 (3). The fact that support to exercise capacity may impose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does not limit the requirement to provide it.
49.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articles 5 and 12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ould:
(a) Reform existing legislation to prohibit discriminatory denial of legal capacity,
premised on status-based, functional or outcome-based models. Where
appropriate, replace those with model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taking
into account universal adult legal capacity without any form of discrimination;
(b) Provide resources to system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to assi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navigate existing legal systems. Legislating and resourcing
such servic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key provisions identified in
paragraph 29 of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This includes basing any systems of support on giving effect to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those receiving support rather than what is
14

See general comment No. 1, pa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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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as being in their best interests. The best interpretation of will and
preferences should replace best-interest concept in all matters related to adults
where it is not practicable to determine the person’s will and preferences;
(c)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by establishing
an accessible, locally available, low-threshold network of high-quality free legal
counselling or legal aid, which must respect the will and preferences of these
persons and protect their procedural rights (right to legal capacity) at the same
level as for other types of legal representation. States parties must consistently
ensure that instruments for protection are not based on removing legal capacity
or otherwise hindering the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justice.
50. Training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relevant agencies, such as legal
decision makers, service providers or other stakeholders.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ensure the equal enjoyment of all goods and services offered in society, including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article 12 (5), which provides examples of good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precluded from, such as property or services connected
to financial affairs, e.g. mortgages. Article 25 (e) mentions another service which is
usually not ope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namely, that of life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States parties should take an active, comprehensive approach to ensure
equal enjoyment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private sector. That includes a strengthening
of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s it applies to the private sector. Cooperation with
trade unions and other actors should be utilized to find partners willing to bring about
change.

G. Article 13 on access to justice
51. The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utlined
in article 5 raise particular considerations with respect to article 13, which, among others,
call for the provision of procedural and age-appropriate accommodations. These
accommodations are distinguishable from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at procedural
accommodations are not limited by disproportionality. An illustration of a procedural
accommodation is the recognition of diverse communication metho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nding in courts and tribunals. Age-appropriate accommodations may
consist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available mechanisms to bring complaints
forward and access to justice using age-appropriate and plai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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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13 (1)

52.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processes must allow participation
and be transparent. Actions that enable participation include:
(a) Delivery of information in an understandable and accessible manner;
(b) Recognition and accommodation of diverse forms of communication;
(c) Physical accessibility throughout all stages of the process;
(d) Financial assistance in the case of legal aid, where applicable, and subject to
statutory tests of means and merits.
53. Suitable measures that can protect persons who are unabl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discrimination, even when provided with support, or whose options are greatly
limited by fear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such attempts, are actions in public
interest (actio popularis).
54. Furthermore, in order to provide transparency, a State party action must ensure
that all relevant information is accessible and available and that there is adequate
recording and reporting of all relevant claims, cases and court orders.
2. Article 13 (2)

55. In order to encourage appropriate respect for and fulfilment of rights and obligations,
it is necessary to train law enforcement officers, raise awareness among rights holders
and build the capacity of duty bearers. Appropriate training should include:
(a) The complexities of intersectionality and the fact that persons should not be
identified purely on the basis of impairment. Awareness-raising on
intersectionality issues should be relevant to particula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b) The diversity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individual requirements
in order to gain effective access to all aspects of the justice system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c) The individual autonom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mportance of
legal capacity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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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centrality of effective and meaningful communications to successful
inclusion;
(e) Measures adopted to ensure the effective training of personnel, including
lawyers, magistrates, judges, prison staff, sign-language interpreters and the
police and penitentiary system,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 Article 14 on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rticle 15 on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6 on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nd article 17
on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56.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violence, abuse and
other cruel and degrading punishment, which can take the form of restraint or segregation
as well as violent assault.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on the grounds of
impairment, which by definition are discriminatory: separ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their families and forced placement in institutions; deprivation of liberty;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violence; and the forced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side and outside of mental health facilities. States
parties must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protection from and preven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ced
corrective disability treatments should be prohibited.

I. Article 19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57.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reaffirms non-discrimination and recognition of the
equal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with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must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and the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This involves implementing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llocating resources for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s, accessible and affordable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rs and access to inclusive education.
58.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recognizes the right not to be obliged to liv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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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on account of one’s disability. Institutionalization is
discriminatory as it demonstrates a failure to create support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forced to relinquish their participation
in community life to receive treatme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dition to receive public sector mental health services constitutes
differential treatment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as such, is discriminatory.
59. Eligibility criteria and procedures for gaining access to support services must be
defined in a non-discriminatory way and must focus on the requirements of the person
rather than the impairment, following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he development
of support services should be person-centred, age- and gender-sensitive and culturally
appropriate.
60. States parties should prohibit and prevent third parties from imposing practical or
procedural barriers to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for
example by ensuring that services are in line with independent and community living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denied the possibility to rent or disadvantaged
in the housing market.

J. Article 23 on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61. Persons with disabilities often face discrimination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 to
marry or their parental and family rights owing to 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Parents with disabilities are frequently seen as inadequate
or unabl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Separation of a child from his or her parents
based on the disability of the child or parents or both is discrimination and in violation
of article 23.
62. The placement of children in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eir impairment is also
a form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article 23 (5) of the Convention. States must
ensure that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necessary support in the community to care for their children.

K. Article 24 on education
63. The failure of some States parties to provi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 including
students with visible and invisible disabilities and those who experience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or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 with equal access to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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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with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is discriminatory, contrary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in direct contravention of articles 5 and 24. Article 5 (1) interacts
with article 24 and requires States parties to remove all types of discriminatory barriers,
including legal and social barriers, to inclusive education.
64. Segregated models of education, which exclu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mainstream and inclusive educ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contravene articles 5 (2)
and 24 (1) (a) of the Convention. Article 5 (3)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That right is
strengthen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rticle 24 (2) (b), which requires States
parties to ensure an inclusive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That goal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of an individual’s requir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2) (c), and developing new and inclusive settings according to universal
design. Standardized assessment systems, including entry examination that directly or
indirectly exclu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discriminatory and in contravention of
articles 5 and 24. States parties’ obligations extend beyond the school. States parties
must ensure school transportation is provided to all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ere
transportation options are limited due to social or economic barriers.
65. To ensur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for deaf children in educational settings,
they must be provided with sign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s with deaf peers and
deaf adult role models. The lack of proficiency in sign language skills of teachers of
deaf children and inaccessible school environments exclude deaf children and are thus
considered discriminatory. The Committee calls upon States parties to be guided by
its general comment No. 4 (2016)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when carrying
out measur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s 5 and 24.

L. Article 25 on health
66. Under articles 5 and 25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prohibit and prevent
discriminatory denial of health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gendersensitive health services, includ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States parties
must also address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violat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impede their right to health through violations of the right to receive
health care on the basis of free and informed consent,15 or that make facilities or
15

See general comment No. 1, para.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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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accessible.16

M. Article 27 on work and employment
67. To achieve de facto equality in terms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in connection to work and
employment.17 In order to ensure reasonable accommodation as laid out in article 5
(3) and to achieve or accelerate de facto equality in the work environment as laid out
in article 5 (4), States parties should:
(a) Facilitate the transition away from segregated work environme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their engagement in the open labour market, and
in the meantime also ensure the immediate applicability of labour rights to
those settings;
(b) Promote the right to supported employment, including to work assistance, job
coaching and vocational qualification programmes; protect the right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ensure the right to freely chosen employment;
(c)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aid no less than the minimum wage
and do not lose the benefit of disability allowances when they start work;
(d) Expressly recognize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discrimination
and prohibit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e) Ensure proper transition into and out of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ensure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benefits and entitlements, such as retirement or
unemployment benefits. Such entitlements must not be infringed upon by
exclusion from employment, thereby further exacerbating the situation of
exclusion;
(f) Promote work in inclusive and accessible,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g)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equal opportunities regarding career
16
17

See general comment No. 2, para. 40.
Se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Convention, 1983
(No.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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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ment opportunities through regular assessment meetings with their
managers and by defining the objectives to be achieved, as a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h) Ensure access to training, retraining and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for employees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 training on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employers,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es and employers, unions
and competent authorities;
(i) Work towards universally applicabl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easur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that are non-discriminatory and inclus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access to trade and
labor unions.

N. Article 28 o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68. As stated in paragraph 59 of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 poverty
is both a compounding factor and the result of multiple discrimination. Failure to
implement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s contrary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This failure
is particularly worrying with regar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extreme poverty
or destitution. To reach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comparable to oth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typically have additional expenses. This represents a particular
disadvantage for children or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who live in extreme poverty
and destitution. States parties should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over the additional expenses linked to disability.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take immediate steps to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extreme poverty
and destitution with a core minimum in terms of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18
69. With regard to social protection, States parties are further required to implement
a basic protection floor.

18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 (1990) on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par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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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rticle 29 on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70. Exclusion from electoral processes and other forms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life
are frequent examples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They are often closely linked
to denial or restriction of legal capacity. States parties should aim to:
(a) Reform laws,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systematically ex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voting and/or standing as candidates in elections;
(b) Ensure that the electoral process is accessibl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efore, during and after elections;
(c)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individua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measures based on the individual requirem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d) Support and engage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proces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cluding by consulting with such organizations in matters
that concern persons with disabilities directly;
(e) Create information systems and legislation that allow for the continuous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etween elections.

P. Article 31 on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7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re essential measures to monitor anti-discrimination
policies and laws. States parties should collect and analyse data, which must be
disaggregated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of intersectional categories. Data collected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 data collected should
be broad and cover statistics, narratives and other forms of data, such as indicators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 the progress and effectiveness of new or
ongoing initiatives and policies. Disability-inclusive indicators must be developed and
u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desig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should be participatory, i.e., undertaken in close
and meaningful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People living in closed places, such as institutions or
psychiatric hospitals, are often overlooked by research and studies collecting data, and
should be systematically included in such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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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rticle 32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72.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efforts, including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must be inclusive of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e guided
by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develop monitoring frameworks with human
rights indicators, and specific benchmarks and targets for each indicator, consistent with
Goal 10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aim
to advance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policies that seek full inclusion in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s.

Ⅷ.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73. In the light of the normative content and obligations outlined above, States parties
should take the following step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a) Carry out studies on harmonizing national legislation and practices with the
Convention, repeal discriminatory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and change or abolish customs and practices that are
discriminatory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b) Develop anti-discrimination laws where they do not exist and enact
disability-inclusive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have a broad personal and
material scope and provide effective legal remedies. Such laws can only be
effective if they are based on a definition of disability that includes those who
have long-term physical, including psychosoci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and should include past, present, future and presumed disabilities,
as well as persons associated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s victimized
by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seeking legal redress should not be burdened
by proving that they are “disabled enough”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s disability-inclusive seeks
to outlaw and prevent a discriminatory act rather than target a defined protected
group. In that regard, a broad impairment-related definition of disability is in
line with the Convention;
(c) Ensure that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extends to the private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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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es, covers areas including education, employment, goods and services, and
tackles disability-specific discrimination, such as segregated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denial or restriction of legal capacity, forced mental health
treatment, denial of the provision of sign language instructions and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denial of Braille or other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d) Promote the full inclusion of mainstream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including those that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and other forms of social economy;
(e) Ensure that the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the same standard as for other social groups;
(f) Develop and carry out knowledg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mes, including
training within public authorities and the informal econom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Awareness and capacity-building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diverse ran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crucial components for establishing a culture of tolerance
and diversity, which is the bedrock for anti-discrimination law and policy;
(g) Monitor the number of discrimination claims on the basis of disability as a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claims of discrimination, disaggregated by
sex, age, barriers identified and the sector in which the alleged discrimination
occurred,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cases that are settled out of court,
in court and adjudicated, and the number of judgments that lead to compensation
or sanctions;
(h) Establish accessible and effective redress mechanisms and ensure access to
justic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This encompasses access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ffective
judicial and/or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effective and accessible
complaint mechanisms, and to appropriate and — where applicable and subject
to statutory test of means and merits — affordable quality legal aid. States
parties should intervene in an effective and timely manner in the event of actions
or omissions of public and private actors that violate the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f individua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roups of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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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ies, both in relation 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recognition of judicial remedies of a collective
nature or class actions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ffectively guaranteeing
access to justice in situations that affect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 Include in national anti-discrimination law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from
adverse treatment or adverse consequences as a reaction to complaints or to
proceedings aimed at enforcing compliance with equality provision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should also ensure that victims of discrimination
are not unduly inhibited in obtaining redress or re-victimized. In particular,
procedural rules should shift the burden of proof in civil procedures from the
claimant to the respondent in cases where there are facts from which it may
be presumed that there has been discrimination;
(j) Develop in close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equality bodies, an equality policy and strategy that is inclusive and accessibl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k) Increase knowledge in all parts of society, including among State officials of
all branches of government and within the private sector, about the scope,
content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the rights to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l)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monitor inclusive equality regularly and
comprehensively. This includes collecting and analysing disaggregated data on
the situ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 Ensure that national monitoring mechanisms under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are independent, involv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ffectively and are adequately resourced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n) Provide specific protections against and exercise due diligence to prevent and
redress incidents of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and violations of bodily
integrity experienced uniquely or disproportionately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 Adopt specific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lusive equality, in
particula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experience interse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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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such as women, girls, children, older persons, and indigenous
persons with disabilities;
(p) States parties that receive a high number of asylum seekers, refugees or migrants
should put in place formal, legally defined procedures to ensure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reception facilities
and other settings.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psychosocial and legal
counselling, support and rehabilitation is provid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at protection services are disability-, age- and gender-sensitive and
culturally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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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fully involved and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negotiation, development and draft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lose consulta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tner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the Convention and its relevance for such persons. It also showed
the force, influence and potential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sulted in a
groundbreaking human rights treaty and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e effective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s thus at the heart of the Convention.
2. The active and informed participation of everyone in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rights is consistent with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1 and ensures good governance and social accountability.2
3.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is well established in article 21 of the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twentieth session (27 August–21 September 2018).
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ara. 64.
2 A/HRC/31/62, para. 13.
GE.18-1897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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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affirmed in article 25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icipation, as a principle and a human right,
is also recognized in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such as under article 5 (c)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rticle 7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articles 12 and 23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gnizes participation as both
a general obligation and a cross-cutting issue. In fact, it enshrines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to closely consult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4
(3)) and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monitoring process (art.
33 (3)) as part of a wider concept of participation in public life.3
4. Oft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consulted in the decision-making about
matters relating to or affecting their lives, with decisions continuing to be made on
their behalf.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acknowledged as
important in the last few decades, thanks to the emergence of movem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manding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and their role in
determining those rights. The motto “nothing about us without us” resonates with the
philosophy and history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which relies on the principle
of meaningful participation.
5.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ll face significant attitudinal, physical, legal, economic,
social and communication barriers to participate in public lif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e view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dismissed in favour
of those of third-party representatives, such as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6. The participatory processes and th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negotiation and drafting of the Convention
proved to be an excellent example of the principle of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dividual autonomy and the freedom to make one’s own decisions. As a resul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ow recognizes unequivocal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subject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7. Based on its jurisprudence, the Committee aims to clarify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articles 4 (3) and 33 (3) and their implementation in this general comment. The
3
4

Ibid., para. 14.
Ibid., paras.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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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notes the progress made by States par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under
articles 4 (3) and 33 (3) over the past decade, such as granting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to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33 (2) of the
Convention, and in monitoring processes. Moreover, some States parties have consulted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eparation of their initial and
periodic reports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 (3) and 35 (4).
8. The Committee, however, continues to observe an important gap between the goals
and the spirit of articles 4 (3) and 33 (3)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have been
implemented. This is due, among other things, to the absence of meaningful consultation
with and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9. States parties should acknowledge the positive impact o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necessity of involving and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such processes, notably because of their
lived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the rights to be implemented. States parties should
also consi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 all measures taken for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nd in advanc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goals. Ⅱ. Normative content of articles 4 (3) and 33 (3)

A. Definition of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10. Th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nherent
in both articles 4 (3) and 33 (3). For proper implementation, it is important for States
parties and the relevant stakeholders to define the scope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gnize the different types that often exist.
11.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ooted, committed to and fully respect the principles and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They can only be those that are led, directed and govern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lear majority of their membership should be recruited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5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living with HIV/AIDS ar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5

CRPD/C/11/2, annex II,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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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under the Convention.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certain
characteristic aspects, including the fact that:
(a) They are established predominantly with the aim of collectively acting,
expressing, promoting, pursuing and/or defen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hould be generally recognized as such;
(b) They employ, are represented by, entrust or specifically nominate/appoin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c) They are not affiliated, in the majority of cases, to any political party and
are independent from public authorities and any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which they might be part/members of;
(d) They may represent one or more constituencies based on actual or perceived
impairment or can be open to membership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e) They represent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lecting the diversity of
their backgrounds (in terms of, for example, sex, gender, race, age, or migrant
or refugee status). They can include constituencies based on transversal
identities (for example, children, women or indigenou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omprise members with various impairments;
(f) They can be local,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in scope;
(g) They can operate as individual organizations, coalitions or cross-disability or
umbrella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eking to provide a
collaborative and coordinated vo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ir
interactions with, among others, public author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ities.
12.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the
Committee has identified are:
(a) Umbrella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coalitions of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deally, there should
be only one or two umbrella organizations at each level of decision-making.
To be open, democratic and represent the full and wid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should accept al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members. They should be organized, led and controlled by persons with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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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They only speak on behalf of their member organizations and solely
on matters that are of mutual interest and collectively decided upon. However,
they cannot represent individual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y often
lack detailed knowledge of personal backgrounds. Individua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resenting specific communities are in a better
position to play such a role. Howeve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ble
to decide for themselves which organizations they want to represent them. The
existence of umbrella organizations within States parties should not, under any
circumstances, hinde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participating in consultations or other forms of promoting the interes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Cross-disability organizations, which are composed of persons representing all
or some of the wide diversity of impairments. They most frequently organize
at the local and/or national levels, but can also exist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 Self-advocacy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fferent,
often loosely and/or locally formed, networks and platforms. They advocate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ir establishment, with appropriate, sometimes extensive, support
to enable their members to express their opinions,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persons who are
prevented from exercising their legal capacity, institutionalized and/or denied
the right to vote. In many countries, self-advocacy organizations are
discriminated against through the refusal of a legal status because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deny the legal capacity of their members;
(d) Organizations including family members and/or relat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pivotal in facilitating, promoting and securing the interests
and supporting the autonom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ir relativ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ementia and/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en these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nt to be supported by their families as
united networks or organizations. In such cases, these organizations should be
included in consultation, decision-making and monitoring processes. The role
of parents, relatives and caregivers in such organizations should be to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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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powe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a voice and take full control
of their own lives. Such organizations should actively work to promote and
use supported decision-making processes to ensure and respect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consulted and to express their own views;
(e) Organization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hich represen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s a heterogeneous group. The diversity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should include all types of impairments.6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s indispensable in
consultations addressing specific issues that exclusively or disproportionately
affec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issues related to women and girls
in general, such as gender equality policies;
(f)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fundamental for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public and community
life and for their right to be heard an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Adults have a key and supportive role to play in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enables children and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and act, formally or informally, within their own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with adults and other children and
young persons.

B. Distinction between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13.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provide services and/or advocate on behalf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n practice, may result in a conflict of interests in which
such organizations prioritize their purpose as private entities ove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ould give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view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support the capacity and
empowerment of such organizations and ensure that priority is given to ascertaining
their views in decision-making processes.7
14. A distinction should also be made between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term “civil society organization” comprises different
6
7

General comment No. 3 (2016)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para. 5.
A/HRC/31/62, para. 38; and A/71/314, par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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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of organizations, including research organizations/institutes, organizations of
service providers and other private stakeholders.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 specific typ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They may be part of a
mainstream umbrella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or coalitions that do not necessarily
advocate specificall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can support in
mainstreaming their rights in the human rights agenda.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3), al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 role to play in monitoring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ould give priority
to the views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velop frameworks to reques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to consult and invol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ir work related to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and other topics, such
as non-discrimination, peace and environmental rights.

C. Scope of article 4 (3)
15. To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4 (3), States parties should include
the obligation to closely consult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own organizations, in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and procedures across all
levels and branches of Government. States parties should also consider consultations
with and th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mandatory step prior to the
approval of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whether mainstream or disability specific.
Therefore, consultations should begin in the early stages and provide an input to the
final product in all decision- making processes. Consultations should include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wid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16.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any form of exclusion based on the type of
impairment, such as persons with psychosocial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can effectively
and fully participate without discriminat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8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onsultation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should be
recognized on an equal basi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rrespective of, for example,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tates parties should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framework to ensure the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ithdraw legislation criminalizing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grounds of sex, gender or the social status
8

A/HRC/19/36, paras.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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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ts members and denying them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17. The legal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to ensure consultations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ncompasses access to public decision-making spaces and
also other areas of research, universal design, partnerships, delegated power and citizen
control.9 Furthermore, it is an obligation that includes global and/or regiona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 Issu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18. The phrase “concerning issu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3), covers the full range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impa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broad
interpretation of issu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llows States parties to
mainstream disability through inclusive policies, ensur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onsider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t also ensures that the knowledge and
life experi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onsidered when deciding upon new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his includes decision-making processes,
such as general laws and the public budget or disability-specific laws, which might
have an impact on their lives.10
19. Consultations under article 4 (3) prevent States parties from engaging in any act
or practice that may be in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ases of dispute about the direct or indirect impact of the measures under
discussion, it falls to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tates parties to prove that the issue
under discussion would not have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refore, that no consultation is required.
20. Examples of issues directly affec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einstitutionalization, social insurance and disability pensions, personal assistance,
accessibility requirement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policies. Measures indirectly
affec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ht concern constitutional law, electoral rights,
access to justice, the appointmen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governing
disability-specific policies or public polic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health, work and
employment.

9
10

A/HRC/31/62, para. 63; and A/HRC/34/58, para. 63.
A/HRC/31/62, par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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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21. To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requires the recognition of every person’s legal capacity to take par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based on their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Consultation and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in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should involve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hen necessary, 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s.
22. States parties should systematically and openly approach, consult and involve, in
a meaningful and timely manne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requires
access to all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e websites of public bodies, through
accessible digital format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when required, such as the
provis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Easy Read text and plain language, Braille and
tactile communication. Open consultations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ccess
to all the spaces of public decision-making,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national funds and all the relevant public decision-making bodies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23. Public authorities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and priority to the opinions and
views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addressing issues directly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Public authorities leading decision-making processes have
a duty to inform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 outcomes of such
processes, including an explicit explanation in an understandable format of the findings,
considerations and reasoning of decisions on how their views were considered and why.
3.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24. Article 4 (3) also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systematically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give effect to the Convention, and in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through
organization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r suppor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se
organizations are key in facilitating, promoting and securing the individual autonom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ould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their obligation to uphold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cluding appropriate resources for support.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345

No.
7

25. States parties should adopt legislation, regulations and develop programmes to
ensure that everyone understands and respects the will and preferences of children and
considers their personal evolving capacities at all times. The recogni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 to individual autonomy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to be respected as rights holders.11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themselves best placed to express their own requirements and experiences,
which are necessary in developing appropriate legislation and programm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26. States parties can organize seminars/meetings in which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invited to express their opinions. They could also make open invitation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submit essays on specific topics, encouraging them to elaborate on
their first- hand experiences or life expectations. The essays could be summarized as
inputs from the children themselves and directly includ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4.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27.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rt. 3 (c)) in society refers to engaging with all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rovide for a sense of belonging to and
being part of society. This includes being encouraged and receiving appropriate support,
including peer support and support to participate in society, and being free from stigma
and feeling safe and respected when expressing oneself in public.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facilitate participation and consul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resenting the wide diversity in impairments.
28.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 civil and political right and an obligation of immediate
application, not subject to any form of budgetary restriction, to be applied to decisionmak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processes related to the Convention. By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each of
these stages, persons with disabilities would be able to better identify and point out
measures that could either advance or hinder their rights, which ultimately yields better
outcomes for such decision-making processe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not as an individual one-time event.12
29.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mplementing and monitoring the
11
12

Article 7 (3) of the Convention. S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2 (2009)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para. 134.
General comment No. 12, para. 133.

346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Convention is possible when such persons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s enshrined in articles 19, 21 and 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engaging i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to
implement and monitor the Convent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ir role as human
rights defenders,13 and be protected against intimidation, harassment and reprisals,
particularly when expressing dissenting opinions.
30. The right to participate also encompasses obliga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be heard. States parties that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decision-making also give
effect to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including the right to vote and stand for elections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31.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entails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fferent decision-making bodies, both at local,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i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d hoc committees, councils and regional or
municipality organizations. States parties should recognize in their legislation and
practice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nominated or elected to any
representative bodies: for example, ensuring the no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isability councils at the municipal level, or as specific disability-rights office-holders
in the composi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32. States parties shoul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instance at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gional and universal human rights mechanisms.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will
thus result in greater effectiveness and equal use of public resources, leading to improved
outcomes for such persons and their communities.
33.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can also be a transformative tool for social change,
and promote agency and empowerment of individuals.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forms of decision-making strengthens the ability of
such persons to advocate and negotiate, and empowers them to more solidly express
their views, realize their aspirations and reinforce their united and diverse voices. States
13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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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should ensure th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s a measure to achieve their inclusion in
society and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them. States parties that ensur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ngage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ro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aking them responsive to the requirements of such
persons.14

D. Article 33: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34.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establishes national implementation mechanisms and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and provides for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in. Article 33 should be read and understood as
supplementing article 4 (3).
35. Article 33 (1) requires States parties to establish one or more focal points and/or
coordinating mechanisms to secur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facilitate
related a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States parties’ focal points, and/or
coordinating mechanisms, include the representatives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rmal procedures of engagement and liaison with such organizations,
in consultation processes related to the Convention.
36.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2), the Committee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maintaining and promoting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t all stages of the monitoring process.15
Such institutions play a key role in the monitoring process of the Convention, in
promoting compliance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facilitating the coordinated actions
of national actors, including State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37. Article 33 (3) emphasizes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civil society
is involved and can participate in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onvention.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should in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14
15

A/HRC/31/62, paras. 1–3.
CRPD/C/GBR/CO/1, paras. 7 and 37; CRPD/C/BIH/CO/1, para. 58; CRPD/C/ARE/CO/1, para. 61; and
CRPD/C/SRB/CO/1, para.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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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allow for,
facilitate and ensure the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uch frameworks and processes, through formal mechanisms, ensuring that their voices
are heard and recognized in its reports and the analysis undertaken. The inclus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 and
the work thereof can take several forms, for example, through seats on the board of
or advisory bodies to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39. Article 33 (3) implies that States parties should support and fund the strengthening
of capacity within civil society,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es of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have appropriate resources,
including support through independent and self-managed funding, to take part in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and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ts membership are met. The support and funding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article 33 (3) complement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article 4 (3) of the Convention and do not preclude them.
40. Both the Convention and the related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should be
translated and made accessible and available to persons representing the wide diversity
of impairments.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ccess to
information that allows them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iss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provide meaningful inputs.
41. To implement article 33 (3),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easy access to the focal points within Government and/or
the coordination mechanism.

Ⅲ.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42.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has reminded States parties of their
duty to closely and tim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representing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in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43.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consultation processes,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accessible information and early and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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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ment. States parties should not withhold information, condition or preven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freely expressing their opinions in
consultations and throughout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includes both registered
and unregistered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hich should be prescribed by law and protect associations that are not registered on
an equal basis.16
44. States parties should not require an 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registered as a prerequisite for taking part in broad consultation processes. They should,
however, ensure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register and
exercise their right to participate under articles 4 (3) and 33 (3), providing free and
accessible registration systems and facilitating the registration of such organizations.17
45.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ll facilities
and procedures related to public decision-making and consultation. States partie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ersons with
autism, with acces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including
buildings, transportation, edu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one’s own
language, including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and the websites of
public bodies, and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in both
urban and rural settings. States parties should also ensure that consultation processes
are accessible — for example, by providing sign language interpreters, Braille and Easy
Read — and must provide support, funding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as appropriate
and requested,18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sultation processes, as defined in paras. 11, 12 and 50.
46.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sensory and intellectual impairments, including
organizations of self-advocates and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should be provided with meeting assistants and support persons,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such as plain language, Easy Read,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communication systems and pictogram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guide interpreters
for deafblind persons and/or captioning during public debates.19 States parties should
also allocate financial resources for covering expenditures related to the consultation
processes for representatives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16
17
18
19

A/HRC/31/62, para. 45; and A/HRC/20/27, para. 56.
A/HRC/31/62, para. 40.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aras. 23 and 40.
A/HRC/31/62, paras.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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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and other expenses necessarily incurred to attend meetings and technical
briefings.
47. Consultations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based on
transparency, mutual respect, meaningful dialogue and a sincere aim to reach a collective
agreement on procedures that respond to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processes should allow for reasonable and realistic timelines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often depend on the work
of “volunteers”.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periodic evaluations of the functioning
of their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mechanisms,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
48. The view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should be given due weight. States parties should guarantee that they are not only heard
as a mere formality or as a tokenistic approach to consultation.21 States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results of such consultations and reflect them in the decisions
adopted,22 by duly informing participants of the outcome of the process.23
49. States parties should in close and effective consultation an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stablish proper and transparent
mechanisms and procedures, at the different branches and levels of Government, to
explicitly consider the views of such organizations when motivating a public decision.
50.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e close consulta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presen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omen, older persons, children, those requiring high levels
of support,24 victims of landmines, migrants, refugees, asylum 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undocumented and stateless persons, persons with actual or perceived
psychosocial impairment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eurodiverse persons,
including those with autism or dementia, persons with albinism, permanent physical
impairments, chronic pain, leprosy and visual impairments and persons who are deaf,
deafblind or otherwise hearing-impaired and/or those living with HIV/AIDS.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to invol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so
20
21
22
23
24

Ibid, paras. 78–8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2, para. 132.
CRPD/C/COL/CO/1, para. 11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2, para. 45.
CRPD/C/ARM/CO/1, para. 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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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mpasses thos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specific sexual orientation and/or
gender identity, intersex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belonging
to indigenous peoples, national,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and those living
in rural areas.
51. States parties should prohibit discriminatory and other practices by third parties,
such as service providers, directly or indirectly interfering with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closely consulted and actively involv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related to the Convention.
52. States parties should adopt and implement law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be consulted and not deterred from
involvement by others. These measures include raising awareness among family
members, service providers and public employee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States parties should put in place
mechanisms to denounce the conflicts of interests of representatives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other stakeholders, to prevent their negative impacts on
the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53. To fulfil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4 (3), States parties should adop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full and equal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drafting of legislation and policies concerning issu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policies, strategies and action
plans. States parties should adopt provisions granting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ats on, for example, standing committees and/or temporary task forces by
giving them the right to nominate working members to these bodies.
54.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and regulate formal consultation procedures, including
the planning of surveys, meetings and other methods, setting up proper time frames,
early engag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ior, timely and
broad dissemination of relevant information for each process. States parties should,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sign accessible online tools
for consultations and/or provide alternative methods of consultation in accessible digital
formats. To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in relation to consultation processes, States
parties should appoint persons with the role of following up on attendance, noticing
underrepresented groups, and ensuring that accessibi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requirements are met. Similarly, they should ensure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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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representing all such groups are involved and consulted, including by
providing information on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accessibility requirements.
55. States parties should include consultation and engagement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conducting preparatory studies and analysis for
formulating policy. Public forums or processes for reviewing policy proposals should
be fully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56.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onitoring processes, through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is
based on clear procedures, proper time frames and previous dissemination of relevant
inform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should examine the level of engag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policies and programmes and ensure
that the views of such persons are given priority. To fulfil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for service provision, States parties should explore partnerships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gain inputs from the users of services themselves.25
57. States parties should, preferably,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united
and diverse representative coali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is inclusive of all the disability constituencies and respectful of their diversity and parity,
and ensure its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at
the national leve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eneral cannot represent or replicat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6
58. The promotion of advocacy by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key components of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they call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facilita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tools concerning their rights, legislation and policymaking.
59.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ng inclusive education
compromise their opportunities and undermine their capacities to be involved in public
decision-making, which, in turn, have an impact on the institutional capacities of their
organizations. The barriers in accessing public transport, the lack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low or insufficient income and unemployment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lso restrict the capacity of such persons to engage in civil society activities.

25
26

A/71/314, paras. 65–66.
CRPD/C/ESP/CO/1, para. 6; and CRPD/C/NZL/CO/1, para. 4.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

353

No.
7

60. States parties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all phases of policymaking, by providing capacity-building
and training on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including through independent
funding. States parties should also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encies,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independently advocate fo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in developing stronger democratic governance principles, such as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luralism and
participation. In addition,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guidance on how to access
funding and diversify their sources of support.27
61.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register easily and freely, and seek and secure funds and resource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donors, including private individuals, private companies, all public and
private found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tate,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2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States parties adopt criteria to allocate
funds for consultation, including by:
(a) Providing funds directly to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voiding
third-party intermediation;
(b) Prioritizing resources to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focus
primarily on advocacy for disability rights;
(c) Allocating specific funds for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nable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rafting, developing and implementing laws and policies and in the
monitoring framework;29
(d) Distributing funds on an equal basi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sustainable core institutional funding, instead of
being limited to project-based funding;
(e) Ensuring the autonomy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ciding
their advocacy agenda, despite the funding received;

27
28
29

A/HRC/31/62, paras. 47–50.
A/HRC/20/27, paras. 67–68.
CRPD/C/1/Rev.1,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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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istinguishing between funding for the running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jects carried out by such organizations;
(g) Making funding available to al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for self-advocate organizations and/or those that have not gained a
legal status due to laws that deny the legal capacity of their members and
hinder the registration of their organizations;
(h) Adopting and implementing application processes for funding in accessible
formats.
62.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national funds to support their activities to avoid situations in which they
have to rely only on external sources, which would limit their ability to establish viable
organizational structures. 30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have support
from public and private financial resources, supplemented by membership fees, are better
able to secur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forms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vide them with support and create and run individual
and different group-oriented social activities.
63. States parties should guarantee appropriate and sufficient funding fo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sponsible legally recognized
formal mechanism, for example trust fund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64. States parties should increase public resources for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represent all kinds of
impairments. They should also ensure their access to national funding, including through
tax exemptions and freedom from inheritance taxes, and the national lottery.31 States
parties should promote and facilitate the access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oreign funding as pa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id,
including at the regional level, on the same basis as other 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65. States parties should develop strong mechanisms and procedures ensuring effective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s 4 (3) and 33 (3).
Compliance should be monitored by independent bodies, for example the office of the
30
31

A/71/314, paras. 65–66.
A/59/401, para. 82 (l) and (t); and A/HRC/31/62, paras.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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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udsperson or a parliamentary commission, which have the authority to initiate
investigations and hold the responsible authorities to account. At the same tim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ble to initiate legal actions against
entities when they find that the latter have failed to comply with articles 4 (3) and
33 (3).32 Such mechanisms should be part of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the
consultation and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ational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33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66. States parties should recognize effective remedies, including of a collective nature,
or class actions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Public authorities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ffectively guarantee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justice in situations that negatively affect their right
s.34 Effective remedies could include: (a) suspending the procedure; (b) returning to
an earlier stage of the procedure to ensure the consultation and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 delaying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until appropriate consultations take place; or (d) quashing, totally or partially, the
decision, based on non- compliance with articles 4 (3) and 33 (3).

Ⅳ. Relationship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67. Article 3 identifies a set of overarching principles that guide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include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which means that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cuts across the entire text and applies to the
whole Convention.35
68. As part of the general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article 4 (3) applies to the entire
Convention and is significant in implementing all of its obligations.
69. Paragraphs 1, 2 and 5 of article 4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in implementing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s they include the primary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extending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related
32
33
34
35

A/71/314, paras. 68–69.
General comment No. 6, para. 72.
Ibid., para. 73 (h).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for Human Rights Monitor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17 (New York and Genev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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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ablishing the necessary structures and frameworks and taking measures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70. Policies to promote th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stipulated in article 5, should be adopted and monitored in compliance with articles
4 (3) and 33 (3).36 The close consulta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present the diversity of society, is a key component
for success in adopting and monitoring legal frameworks and guidance material to
promote de facto and inclusive equality,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measures.
71. Consultation procedures should not ex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nor
discriminate on grounds of impairment. Procedures and related materials should be
inclusive of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clude time frames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early involvement in consultation processes. Reasonable
accommodation should always be provided in all dialogue and consultation processe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legislation and policies must be develop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and the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72. Article 6 of the Convention requires measures to ensure the full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ould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s a mechanism for enabling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on an
equal basis with m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own organizations. States parties
should recognize the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represent and organize
themselves and facilitate their effective involvement in close consultations under articles
4 (3) and 33 (3).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should also be included on an
equal basis in all branches and bodies of the implementation and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 All consultation bodies, mechanisms and procedures should be
disability-specific, inclusive and ensure gender equality.
73.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art of the leadership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men with disabilities and be given space and
power within umbrella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parity
representation, women’s committees, empowerment programmes, etc.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e particip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who are
under any form of guardianship or institutionalized, as a prerequisite in the design,
36

See general comment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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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all measures that have an impact on their lives.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ddressing issues that have an exclusive or disproportionate impact on them, and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policies in general, for example, polici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all forms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74. Articles 4 (3) and 33 (3) are fundamental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stated in article 7. States parties should take step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and the active involve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all aspects of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relevant legislation, policies, services and programmes affecting their lives,
at school and at the community,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goal of
participation is empowermen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cognition by duty
bearers that they are rights holders who can play an active role in their communities
and society. This takes place at various levels, beginning with the recognition of their
right to be heard, moving towards their active engagement in the realization of their
own rights.37
75.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support in their decisionmaking, by, among other things, equipping them with, and enabling them to use, any
mode of communication necessary to facilitate the expression of their views,38 including
child- friendly information, and adequate support for self-advocacy, and ensure
appropriate training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such children.39 States
parties should also provide disability and age-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cedures, and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participation of their organiz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indispensable in consultations addressing specific issues that concern
them, and their views should be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and
maturity.
76. Article 4 (3)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raising awareness (art. 8). The Committee
recalls its recommendations to States parties to imple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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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onceptual framework for monitoring outcomes of adolescent
participation” (March 2018). Available at
www.unicef.org/adolescence/files/Conceptual_Framework_for_Measuring_Outcomes_of_Adolescent
_Participation_March_2018.pdf.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2, para. 21.
Ibid., par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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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ystematic awareness-raising programmes,
including media campaigns through public radio stations and television programmes,
aimed at portra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their diversity as rights holders.40
Awareness- raising campaigns and training programmes aimed at all public sector
officials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nd based on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o overcome entrenched gender and disability
stereotypes in society.
77. Fo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able to properly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on and monitoring processes of the Convention, it is essential to have
optimal accessibility (art. 9) to the procedures, mechanism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buildings, inclu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States
parties should develop, adopt and implement international accessibility standards and
the universal design process, for example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41 to ensure close consultation with and the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42
78. I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rt. 11), it is important for States
parties and humanitarian actors to ensu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nd coordination
and meaningful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at all levels representing women, 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all ages.
This requires the a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emergenc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iorities for aid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3). States parties shoul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or refugees with disabilities that are enabled to promote their rights
in any situation of risk, including during armed conflicts.
79.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 12) ensures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xercise their full legal capacity and have equal rights to choose and
control decisions affecting them.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s a prerequisite for
direct and effective consultations and th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lack of compliance with article 12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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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C/MDA/CO/1, para. 19; CRPD/C/AZE/CO/1, para. 21; and CRPD/C/TUN/CO/1, para. 21.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paras. 5–7 and 30.
Ibid., paras. 16, 25 and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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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under no circumstances, preclude the inclusive implementation of articles 4 (3)
and 33 (3). Laws and policies should be amended to address this barrier to participation
based on denial of legal capacity.
80.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in which it states that legal capacity is the key to accessing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should be guaranteed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sons with
autism and persons with actual or perceived psychosocial impairment,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organizations.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e availability of
supported decision-making arrangements to enable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and
consultations that respect a person’s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81.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access to justice (art. 13) impli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the justice system as a whole. This participation takes many forms and includ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ssuming the roles of, for example, claimants, victims,
defendants, judges, jurors and lawyers, as part of the democratic system that contributes
to good governance.43 Close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s key in all processes to enact and/or amend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ogrammes addressing the participation of such persons in
the justice system.
82. To preven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rt. 16),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all facilities and programmes designed to serv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ffectively monitored by independent authorities. The Committee has
observed that violations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occur in
facilities that “serve”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psychiatric and/or residenti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3), this means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independent monitoring authority, which is assigned the task under article 16 (3),
coincides with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 under article 33 (2), civil society,
including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monitoring those facilities and services.
83.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consultations with and the active involvement of persons
43

Beasley v. Australia (CRPD/C/15/D/11/2013), para. 8.9; and Lockrey v. Australia
(CRPD/C/15/D/13/2013), par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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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re critical for the adoption
of all plans and strategies, and for follow-up and monitoring, when implementing the
right to independent living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The active
involvement and consultation at all level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include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ho are currently
liv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should be involved in the plan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of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and in the development of support
services, with special regard to those people.44
84. Access to information (art. 21) is necessary fo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involved and to fully participate and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monitoring process. Such organizations need to receive the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digital formats, and technologies appropriate to all forms of
disabilities, in a timely manner and without additional cost. This includes the use of
sign languages, Easy Read, plain language and Brail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nd all other accessible means, mode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of cho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fficial interactions. Sufficiently prior to any
consultation, all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specific budgetary, statistical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necessary for an informed opinion, should be made available.
85. To ensure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art. 24),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4 (2016)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States
parties should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all aspects of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nclusive education policies and
legislation.45 Inclusive education is essential to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described within articles 4 (3) and 33 (3). Education enables people to
flourish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on within society, which is neede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that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consul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sure that their opinions are given due consideration within the education system.
86. The adoption of all policies regard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and employment (art. 27) should be taken in consultation with and the involvemen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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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mment No. 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para.
71.
General comment No. 4,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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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cies should seek to
guarantee access to employment; promote work in open, inclusive, non-discriminatory,
accessible and competitive employment markets and environments; ensure equal
opportunities and gender equality; and provid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support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87.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art. 28) is directly interrelated with article 4 (3).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policies is crucial to ensure that specific situations
of exclus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poverty are addressed by the authorities of the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should, in particular, seek to engage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unemployed, who do not have a fixed income or who
cannot work because of the implied loss of entitlements or allowances, those in rural
or remote areas, and indigenous peoples, women and older persons. When taking and
reviewing measures, strategies, programmes, policies and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8, and in the monitoring process thereof, States parties should
closely consult and actively invol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resenting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e mainstreaming of disability and
that their requirements and views are duly taken into consideration.
88.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rt.
29) is of extreme importance in ensuring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ully and effectively participate and be included in society. The right to
vote and be elected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s elected
representatives decide on the political agenda and are key in ensur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advocating for their rights and interests.
89. States parties should pass regulations, in close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llow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ing assistance to be
able to cast their vote on their own. This may require making aids avail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voting booths (on election day and at advance voting) at national
and local elections and national referendums.
90. Persons representing all or some of the wide diversity of impairments should be
consulted and involved, through thei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data and information collection (ar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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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a unified data-collection system to collect quality,
sufficient,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sex, age, ethnicity, rural/urban
population, impairment type and socioeconomic status, regarding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access to the rights under the Convention. They should establish
a system to enabl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give effect to
the Convention,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y utilizing the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Additional
data-collection tools should also be pursued to obtain information on perceptions and
attitudes and include those constituencies that the Washington Group leaves out.
92. When deciding upon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 32), the close
partnership, cooperation and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s crucial in adopting development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sulted and
involved at every level of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programmes and projects, including the 2030 Agenda and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93. Article 34 (3) is important in respecting the relevant criteria for membership of
the Committee. It requires States parties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rovision set
out in article 4 (3) when nominating candidates. Therefore, States parties should closely
consult and actively invol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ior to nominating
candidates for the Committee. National legislative frameworks and procedures should
be adopted fo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dures that invol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nsider the results of consultations, reflecting them in
the final nomination.

Ⅴ.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94.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at States parties face challenges when implement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consulted and involved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ould, among others,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s 4 (3) and 33 (3):
(a) Repeal all laws, including those denying legal capacity, that prevent any person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type of impairment, from being closely consu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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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d actively involved, through thei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dopting a policy framework
favourable to their establishment and sustained operation. This includes
guaranteeing their independence and autonomy from the State,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of and access to adequate funding mechanisms,
including public fund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provision of
support, including technical assistance, for empowerment and capacitybuilding;
(c) Prohibit any practices of intimidation, harassment or reprisals agains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promoting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tates parties should also adopt
mechanisms for protec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gainst intimidation, harassment and reprisals, including when
they cooperate with the Committee or other international bodies and human
rights mechanisms;
(d)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umbrella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coordinate and represent the activities of its members, and
individua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different impairments
to ensure their inclusion and full participation, including those who are most
underrepresented, in the monitoring process. If a State party faces obstacles
in involving every individual 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ey could include representatives of such
organizations in permanent or temporary task forces etc., when it cannot be
done through an umbrella organization or coali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 Adopt legislation and policies that recognize the right to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gulations that
establish clear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at all levels of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This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 should provide for the
mandatory realization of public hearings prior to the adoption of decisions,
and include provisions requiring clear time frames, accessibility of consultations
and an obligat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support. Thi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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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one through clear references in laws and other forms of regulations to
the participation and selection of representatives from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 Establish permanent consultation mechanisms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round tables, participatory dialogues, public hearings,
surveys and online consultations, respecting their diversity and autonomy, as
indicated in paragraphs 11, 12 and 50. This can also take the form of a national
advisory board, such as a representative national disability council representing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 Guarantee and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lecting a wide diversity of
backgrounds, including birth and health status, age, race, sex, language, national,
ethnic, indigenous or social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tersex variation, religious and political affiliation, migrant status, impairment
groups or other status;
(h) Engage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represen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secure their direct participation in all processes
of public decision-making in a safe environment, particularly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regarding the rights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and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sexual violence and abuse;
(i)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planning, execution, monitoring and measuring of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at all levels, especially in matters affecting them, including i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giving them reasonable and
realistic timelines in providing their views and adequate funding and support;
(j) Encourage and support the creation, capacity-building, funding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arents and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ir supportive role,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This includes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including within a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or
international levels, in the conception, design,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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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nsure monitoring of States parties’ compliance with articles 4 (3) and 33 (3),
and facilitat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eadership in such
monitoring;
(l) Develop and implement, with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s, with meaningful sanctions and
remedies, for non-compliance with State parties’ obligations under articles 4
(3) and 33 (3);
(m) Ensure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the accessibility of all
facilities, materials, meetings, calls for submissions, procedur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to public decision-making, consultation and
monitoring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ersons isolated in
institutions or psychiatric hospitals and persons with autism;
(n) Provide disability and age-appropriate assistance for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public decisionmaking, consultation and monitoring processes. Develop strategie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consultation proces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at are inclusive, child-friendly, transparent
and respectful of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hought;
(o) Conduct consultations and procedures in an open and transparent manner and
understandable formats, inclusive of al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 Ensure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receive and/or seek
funding and other forms of resource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including private individuals and compan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tates
part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ccess to tax exemptions, and
the national lottery;
(q) Make existing consultation procedures in non-disability-specific areas of law
accessible and inclus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r) Actively involve and closely consul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n public budgeting processes, the monitor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t the national leve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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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parties, and
adopt development policies that mainstream the rights and opin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implementing and monitoring the 2030 Agenda at the
national level;
(s) Guarantee the participation, representation and easy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ocal point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th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their cooperation and representation within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t) Promote and ensure th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u) Define in close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verifiable indicators for good participation, concrete timelines and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Such participation can be
measured, for example, by explaining the scope of their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proposals for amending laws or reporting on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such organizations involved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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