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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사랑 커지는 행복

함께 지키는 장애인권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특수교육콘텐츠

인권교육

이 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연구개발자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 더하고 행복 나누는

NEW

생각더하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갈등과 우정을 통해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복나누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권 웹툰'이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저학년 (1~2학년)

중학년 (3~4학년)

고학년 (5~6학년)

입학 첫날! 엉뚱한 행동을 잘하는 한별이와
친구되기에 나선 친구들! 한별이와 어떻게
친구가 되어 가는지 함께 지켜볼까요?

교통사고가 난 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나라와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친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6학년이 된 호승이와 조금 느리지만 함께
생활하는 우리반 친구 상준이. 과연 상준
이와 친구들은 어떻게 우정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장애인권 웹툰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장애인식개선 수업 시 각 화별 학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 웹툰 보는 방법
01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eduable.net 및 인터넷 검색창에 에듀에이블 검색

에듀에이블

검색

02 상단 메뉴 중 특수교육콘텐츠 > 인권교육 > 장애인권 웹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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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웹툰 구동 화면 (PC)
화면설명서 다운로드
클릭하면 스크린리더에 자동재생
(화면의 충분한 설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구성
01
02

02

활동지 (교사용, 학생용)
클릭하면 본체에 다운로드 받아짐
·활동지를 활용한 웹툰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
·학생용/교사용(참고답안 제시)을
구분지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학생용 활동지
생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구성

웹툰 구동 화면 (모바일)

01

02

01 포털사이트에서 '에듀에이블' 검색 후

메인화면 상단 좌측의
메뉴를
터치

02 특수교육콘텐츠 > 인권교육 선택

03 인권교육 화면에서

장애인권웹툰 선택

04 모바일 웹툰 구동화면
01

다른 학년으로 이동시 우측상단의
창닫기 버튼을 터치해
구동화면을 닫은 후 목록화면에서 선택

02

우측 하단의 단추를 터치 시 다음화 이동

나를 지키는 장애인권
장애학생 인권교육
대상｜장애학생

내용｜자기권리 인식, 자기보호 역량강화, 성교육 등

관련 교육자료
교육자료 명

내용

제공기관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자기역량 강화 교육자료
(장애영역별 5종)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자료명을 클릭하면 해당자료로 연결됩니다.

관련 콘텐츠 (국립특수교육원 제공)
성교육

인권침해예방

자기보호역량강화

초·중·고

유·초

중·고

※ 콘텐츠화면을 클릭하면 해당자료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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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지킴이 인권지원단 인권교육 안내자료

친구를 지키는 장애인권
비장애학생 인권교육
대상｜일반학교 비장애학생

내용｜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실천방법 등

관련 교육자료
교육자료 명

내용

대상

제공기관

장애학생과 인권의 이해,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생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사안처리 방법

중·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Ⅰ

장애 및 장애학생 인권의 이해,
인권침해 실태 및 사안처리 방법

중·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Ⅱ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로 본 대응책,
예방 지침서, 관련 법률과 상식

유·초
중·고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교육콘텐츠

인권관련 동영상 다수

초·중·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속 별별이야기

인권관련 웹툰, 영화안내, 소식 등

초·중·고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동영상과 교수·학습자료

중·고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통합학급 운영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자료명을 클릭하면 해당자료로 연결됩니다.

관련 콘텐츠 (국립특수교육원 제공)
인권 웹툰

초 1~2학년

초 3~4학년

초 5~6학년

※ 화면을 클릭하면 관련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관련 콘텐츠 (국제앰네스티 제공)
인권도서

인권편지쓰기

초·중

초·중

인권놀이 (놀이판, 교수학습자료 등)

초

※ 화면을 클릭하면 관련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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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지키는 장애인권
교직원 인권교육
대상｜학교 관리자 및 행정직원,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학부모
내용｜학생인권침해 예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처리 방안 등

대상별 연수내용
연수대상

내용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관리자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운영 방안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장애학생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방지 교육

특수교사

장애학생 성교육 지도 방법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법
자기보호 역량강화 지도 방법

일반학급교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비장애학생 지도 방법

장애학생 학부모

자녀를 위한 성교육,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 지도 방법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일반학생 학부모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자녀 교육 방법

보조인력 등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권 관련 교육 기관 안내
기관명(홈페이지)

내용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
http://15775364.or.kr

장애인권 관련자료 탑재
장애 인권상담 및 인권교육 (교육신청가능)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http://footact.jinbo.net

장애인권 관련자료 탑재
장애 후원 및 교육 (교육신청가능)

02-794-0395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http://cafe.naver.com/nayahr

장애인권 관련자료 탑재
인권교육(교육신청가능)

02-2677-04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인권 관련자료 탑재
인권 교육 수강 가능

02-2125-9894

인권교육센터 들
http://www.hrecenter-dl.org

인권 관련자료 탑재
인권관련 후원 및 교육(교육신청가능)

02-365-5412

인권교육센터 메아리
http://hre.or.kr

인권소식 및 칼럼 탑재
인권교육(교육신청가능)

053-428-2113

※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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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장애학생 인권지킴이 인권지원단 인권교육 안내자료

1577-5364

함께 실천하는 장애인권
장애학생 인권보호 캠페인
장소｜학교 교문 등 학교 주변 인구유동지역
대상｜비장애학생, 지역주민

내용｜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캠페인 활용 피켓 내용 예시

우리 함께 약속해요!
나와 달라도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요!
나와 다르다고 놀리거나 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다고 때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 소중한 권리를 함께 누려요!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보호받을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등

1.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2.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행복하게 놀 권리
3.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4.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
5.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의사존중 YES!
언어폭력 NO!
신체폭력 NO!
인권침해 NO!

우리는 모두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캠페인 활용 피켓 내용 예시 : 신철원초등학교(2016) 자료 참고

등굣길 또래인권지킴이 활동 (대천고)

4월 20일 장애인의날 삼행시 짓기 (평화캠프)

※ 사진을 클릭하면 관련기사로 이동합니다.

교내 캠페인 (당진 북창초)
[ 캠페인 관련사진 출처 : 인터넷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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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 특수교육의 중추기관으로써, 특수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연수
운영, 정보 지원,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고등・평생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nise.go.kr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Tel : 041-537-1500 Fax : 041-531-6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