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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

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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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was in the 1990s tha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gan to be discussed 

in our society. Based on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75, the Charte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on December 8, 1988.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plains the important 

meaning of no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just because they ar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basics of human rights that all human beings hav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universal values, a basic right, and a declaration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Human 

rights are an important ideology that deals with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In our 

society,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for any reason.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the center in matters related to the Anti-Discrimination Act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system suitable for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disabled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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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인권유린 당하는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1]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과연 존재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한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보편적인 가치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를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

로도 그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차별 받지 아니하고 지켜

주어야 하며 법률상으로도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은 사회적 편견, 정부와 지자체

의 소극적인 조치,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논의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가 1990년대 이후 관련 법률

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장애인 인권 중심 패러다임

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변화되면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

리 옹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커지고 있다[4].

장애인 인권 기반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 시급히 필요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클라이언트인 장애인의 욕구

가 무엇이며 해당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노

력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다[7].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모

든 생활영역에서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

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1]. 각 지

자체는 장애인의 삶의 기반을 세우며 사회복지의 실질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

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수가 되었다[2]. 대전광

역시도 예외는 아니며 2021년 2월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2차 시행계획을 6개 분야, 16개 추진전략, 46

개 핵심과제로 발표하였으며, 1,449억 규모이며 권익옹

호, 근로소득, 건강, 교육문화, 사회참여, 거주시설 장애

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5]. 

정부 역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2012년 인권기본조례를 권고하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관련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준

수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대전광역시의 경

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를 2011년 8월 5

일 제정하였으며[6], 이후 2012년, 2013년 2015년, 

2018년, 5번의 일부개정을 거치며 대전광역시의 장애

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인권

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며 장

애 친화 도시, 장애 인권 중심 도시, 대전광역시 패러다

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장애인 인권

인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인권

(人權)은 Human Rights라 하여 인간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인권은 사람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권리이며 지위와 자격이다[1] 즉, 인권은 인간

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민족이나 국적, 지역, 연령에 관

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 모든 사

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지니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인권에 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설명 하였는데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적 권

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라 하였다[8]. 인권은 천부

인권사상에 기초한다. 또한 인권은 근대 인권선언 등을 

통해 그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인권은 기본권의 특징을 

지닌다. 기본권은 사람으로서 필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

본적인 권리이다[9]. 이러한 기본권의 특징은 몇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목적론과 방법론으로의 포괄적 기본

적, 자유와 경제에 관해서는 공민권적 기본적이 있으며, 

정치권적 기본적, 사회권적 기본권, 도구적 기본권이 있

다[10].

그렇다면, 장애인의 인권은 어떻게 정의 되는가? 장

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은 존중 받아야 할 동등한 인

격체이며 자유와 존엄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보편

적인 시민권을 지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1]. 다시 

말해 모든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완전한 시민으

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장애인 복지 여건 개선과 완전한 사회참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펑등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장애인이 소외 집단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삶을 살아

가는 공동체라는 진정한 통합의 인식개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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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모든 헌법은 장애인의 인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의 법적 기초는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은 그들의 삶의 

기반에 대한 주장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생활의 주

된 환경인 지역사회내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12]. 인권의 준수는 세계적으로는 세계인권

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을 따르며, 지역적 측면으로는 지

역 인권규약에 지침을 따른다. 국가 규범으로는 헌법과 

인권 관련 법령이 있다. 해당 기구는 정부와 국가 인권

기구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인권 관련 조례가 있으며 지

역에는 인권기구 혹은 인권센터 등이 있다[13].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관련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평등하게 누려야 할 당연한 가치이며 보편적

인 정신이다. 또한 인권은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진정한 사회통합

을 이룰 수 있으며 인권의 효력이 발생 되며 유의미하다

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과거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인

권은 꿈꿔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환경 같은 것이 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과 권리의 보장에 대한 관심을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해 2007년 ‘장

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서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월 UN의 

‘장애인 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표되면서 관련 제도적 조

치들이 이루어졌다. 아쉽게도 강제성 부족한 권고 사항

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 인권 강화에 대한 관리·

감독, 제재가 쉽지는 않았다[14]. 개선에 대한 노력이 권

고사항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 걸음을 내딪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 지역사

회에서 관심과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도움을 제

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

부와 지자체의 관심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의 노력이 더

해져 장애인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적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패러

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권중심’의 패러

다임으로 전환되는 복지사회구현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

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2 전국 지방지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조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2개(서울, 세종), 

광역시 5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 7개(경기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제

주도)로 구분 된다. 기초자치단체 총 75개는 시 30곳, 

군․구 32곳으로 나눈다. 지역별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

면, 특별시인 서울과 세종은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

었다. 광역시 및 도 단위에서는 15곳이 인권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가 제외 되

었다. 자치단체 75개 중 15 지자체를 제외하고 60개의 

지자체가 장애인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1]. 

인권조례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기술되어 있는

데, 인권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설명되며, 자치단체장의 

책무,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매년 수립 및 시행), 도․시․군․구민들의 책무, 장

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에 대한 설명, 조

례의 전반적인 홍보, 위원회, 인권센터, 정책개발 등에 

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15]. 장애인 인권조례의 목적

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권리 등에 관한 법률을 모법

으로 하여 자치단체에서는 모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

지법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 인권조례의 정의는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 인권증진,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인권 옹호,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인권 등을 제시하

고 있다. 조례별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차이는 다소가 

있기는 하나 주로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단체장

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

무로 구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도․시․군․구민의 책무 모

든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정된 조례 중 

도․시․군구민의 책무를 지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교

육홍보이다. 교육이나 홍보는 다른 조항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25곳의 지자

체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조례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5년 주

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는 

전국에 7개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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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하여 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근거를 마

련하고 실천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1.15].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0년 논의가 시작되어 2003

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법 제정의 연대가 추

진 되었다. 이후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성

과를 이루어 내었고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며 천부인권사상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목적이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

등권 실현은 우리 삶 전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

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침해를 없애고 장애인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이유 없는 불이익,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

이다.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합당하지 못한 차

별 등을 막자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장

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의 권리나 평등권을 침

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나 지

자체는 의무 규정이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1-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존 문제점을 나열하며 미래 

방향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연구[7]가 있으며, 법리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 국제장애인 인권협약과 장애인차별금

지법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14]이 있다. 또한 장애인차

별금지법의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을 고찰한 선행

연구[8]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사회적으

로 미칠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9]도 있다. 이처럼 장애

인차별금지 관련한 다양한 논문이 수 많은 학자들에 의

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이

나 의미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음

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2.4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

대전광역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2022년 72,489명이

며 시 전체 인구(1,452,251명)의 5%이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34,235명(47.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8,303명(39%), 이 중 18세 미만 장애인은 

2,197명(3%)으로 발표하였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21년 본예산 2,572억, 2022년 2,794억원으

로 8.6% 증가하였다[5].   

다음은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와 인권조례

를 살펴보겠다[15]. 대전광역시는 제1조는 목적을 설명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조례 제정 목적으로 대전에 거

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금지하며 인

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우리 일상 모든 곳에

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것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대한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제2조는 시장의 책무를 설

명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 인

권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설

명하고 있다. 제3조는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

다.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의한 기본계획은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의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 장애 다양한 유형별, 장애 분야별,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을 수립한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한 지

표를 개발한다. 차별금지와 인권에 대한 지자체 행정 재

정상의 지원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

해 계획을 한다. 그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정

책을 수립한다.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청

회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는 시행계획에 관련한 사항이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하고 시행해야 하며, 장애 유형별 생활영역의 편의 제공

을 위한 면밀한 시책을 세우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그밖에 완전한 장

애인복지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보

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5조 실태조사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 차별사례 등을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발표한다. 실태조사

는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

립 등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참여 실천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한다. 실태조사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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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행정 및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 2항에

서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에 관한 사

항을 기술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센터는 장애인 관련 사

업의 원할성을 돕기 위해 설치 운영된다. 제6조는 장애

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대전광

역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항을 

자문 심의 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는 지

원사업이다. 대전광역시장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

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차별 예방과 인권보장

에 관한 사업, 모니터링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

원 및 촉진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한 사업, 그밖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8

조는 교육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

애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

다. 제9조는 홍보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

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를 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

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운영해야 한다. 아울

러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해야 한다. 해당 대

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2011년 8월5일에 공포하였으며, 2018년 12월28일 일

부개정을 하였다[15]. 

3. 결론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아젠

다로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 국민들의 인권 의식의 부재 등으로 장애

인 인권에 대한 개선점이 많은 현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며, 격리 및 수용의 대상도 아니다. 공존하는

공동체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차별받고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 집단의 공동체로서 인정받

고 공존할수 있도록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

한지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바

라보는 기준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

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바라

보는 기준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이 모든 부분에 자신의 정당성을 

행사할수 있도록 당당히 그들의 권리를 누릴수 있게 법적

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론을 마무리하며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장애인 인권의 핵심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기본적인 가치

즉 인권의 기본권을 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항을 아주 어렵게 

이해하고 이행을 주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 줄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애인 선도 도시 대전광역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수 

있도록 시민권과 정치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글로벌 사회로 모든 국가에서 인권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권이 기반 되는 나라를 만들

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인권의 시대라

고도 할 만큼 인권은 곧 그 나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

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권 가치관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

의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

권 중심의 사회적 가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및 국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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