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애인을뜻하는픽토그 .

장애인 (障碍人)또는장애자 (障碍者)는신체장애
와정신장애를비롯해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
한제약을받는자. 여러이유로일상적인활동에제약
을받는장애를가진사람들을이른다. 크게태어났을
때부터장애를가지고있는 선천적장애인과사고등
으로나중에장애를갖게된 후천적장애인으로나눌
수있다.

1 명칭

장애인,장애우,장애자등의표현은일반적으로모두
같은뜻으로받아들이고있지만, 사람들마다쓰는용
어는서로다르다. 특히한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를중심으로장애우 (障碍友)라는용어를쓰자는제안
이많이제기되었으나장애우라는용어는 1인칭으로
쓸수없다는문제가제기되었으며, 단어자체의뜻이
장애인에대한시각을제한한다는주장이있었다. 또
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장애인들이장애우라
는용어를장애인이라는용어보다훨씬싫어한다고지
적하였다.*[1]또한장애자는장애인의전신이기도한
다.

1.1 서양에서는

1.1.1 영어권

한편영어권에서는전통적으로 디세이블드 (영어:
Disabled) 라는용어를사용해왔다. 한때 핸디캡트
(Handicapped)가더욱정치적으로올바른용어라는
주장이있었으나, 장애우와비슷한이유로쓰이지않
게되었다. 영어권의장애인들은 Handicapped 라는
용어를모욕으로느끼기도한다.*[2]그들은다리에장
애가있는경우휠체어를탐으로써보정할수있기때문
에 Handicapped 가아니라고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장애인을뜻하는용어로는 디서빌리티
(Disability)또는 Disabled, Challenged가있다. 이표현
이수식할사람이앞에붙는것이적절한표현으로간주
된다. 이를테면“a Person with Disability"가있다. 이
러한언어표현원칙을'피플퍼스트랭귀지'라고부른
다. 이것은발달장애인들의권리옹호운동에서나온
이야기인 " 나는우선사람으로알려지기를원한다"
라는말에서유래한것이다.

1.1.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 들과 스웨덴노총(한국의 민주노
총, 민주노조 조직률 80-90%,단체협약 준수율 80-
90%)이복지국가를만들어낸스웨덴에서는장애
인 (Handikkaped)라는말을쓰지않고, "기능이저하
된"이라는말로대신한다. 이를테면다리가불편한
신체장애인은걷는기능이저하된것뿐이므로,목발
이나장애에맞게고친자동차로써이동을할수있다
는뜻이다. 장애인정책에서도장애인을사회복지랍
시고장애인시설에가두기보다는, 비장애인과장애
인이같이살수있는세상,차별없는세상,장애인의입
장에서생각하는세상을목적으로하고있다.그실례
로스웨덴에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같이학문을하
는통합교육, 차별을고발하여개선하도록하는옴부
즈만제도 (차별시정제도), 장애인과비장애인이같
이일하는사회적기업이있다. *[3]한국의장애인운
동가들도탈시설화운동으로써장애인을시설에가두
기보다는, 비장애인과장애인이같이살수있는자립
운동을하고있다.

1.2 한국어비칭

한국어에서장애인을일컫던전통적인말은오늘날비
칭으로변하고있다. 일반적인장애인을일컬었던병
신,언어장애를가리키는벙어리,청각장애를가리키
는귀머거리뿐만아니라시각장애인에대한존칭이었
던장님도비칭으로쓰이는일이많아졌다.*[4]
아래의단어는한국에서장애인을일컫던단어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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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는비칭으로통해현재는고쳐야할장애인과관
련된단어로, 이중에서한국에서장애인을일컫던전
통적인말 (순한국말)도포함된다. 기울임 로표기
된단어는대한민국의장애인관련법규에서도사용되
었던장애인관련용어였지만현재는사용되지않은용
어, 좋은의미로바꿔사용하기도하였지만현재는비
칭으로통하기도하는단어이다.

• 병신,장애자,심신장애자,장애우→장애인

• 눈머저리, 맹인, 봉사, 장님 →시각장애. 시각
장애인

• 귀머거리,농아,농아인→청각장애,청각장애
인

• 불구자,지체부자유자→지체장애인

• 벙어리→언어장애인

• 백치,정신박약,정신지체→지적장애,지적장
애인

• 바보, 지진, 학습지진, 지진아, 학습지진아 →
학습장애인

1.2.1 보건복지부의장애인용어고쳐서쓰기운동

참고로한국어에서장애인에반대되는공식용어는
비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가들은장애인의반대말
로비장애인을써왔다. 2015년보건복지부에서만든
장애인인권선전물에서는일반인, 정상인이아니라
비장애인이며, 장애자,불구자,장애우가아니라장
애인으로고쳐서쓰도록권하고있다.

2 분류

장애인은크게신체적장애와정신적장애로나눌수있
다. 이기준은현재대한민국의장애인복지법에서규
정하고있는장애이다.

2.1 신체적장애

신체적장애는다시외부기능의장애와내부기능의장
애로나뉜다.

2.1.1 외부신체기능의장애

• 시각장애인: 선천적또는후천적으로시각능력
이없거나, 크게떨어지는장애인. 시각능력이
조금이나마남아있는경우저시력자라하는데,
어떤경우든일상생활에큰불편을겪는다. 한쪽
눈만시력이없거나, 시력이떨어지는경우시각
장애인으로분류된다. 점자 나 오디오북 으로
시각장애인들이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할수있
다.

• 청각장애인: 소리 를못듣거나, 들어도사람이
이해할수없는소리로들려서이해하지못하는장
애인이다. 듣지못하면말도하지못하는경우가
많으므로보통 수화 를사용한다. 글 이나입모
양을보고말을알아들을수있으므로말을천천히
하여의사소통을하는방법,*[5]종이에글을써서
의사소통하는방법으로청각장애인과말할수있
다. 시각장애와달리,한쪽만청력이없는분들은
청각장애인으로등록될수없다. 즉,청각장애인
등록을하려면양쪽모두청력이없거나낮아야한
다.

• 언어장애인: 말을할수없거나말을해도상대방
이잘알아듣기어려운장애인을뜻한다.

• 지체장애인: 소아마비,신체절단,한센병등으
로몸이불편할뿐, 생각하고말하는지적능력은
비장애인과똑같은장애인을뜻한다.

• 뇌병변장애인: 주로뇌성마비를일컫으며,파
킨슨병도포함된다. 뇌의변형으로인하여일상
생활에큰지장이있는장애인이다. 일상생활에
서어려움을겪을뿐이지, 지적인능력은비장애
인들과같다. 다만일부뇌병변장애인들은지적
장애를동반하는경우가있다.

• 안면장애인: 화상,사고,유전적원인으로인하
여얼굴을비안면장애인과똑같은상태로되돌리
기힘든장애인이다. 이들은성형수술로치료를
받는다. 2014 년이후에는얼굴부분에 백피 를
가진사람도안면장애로인정받게되었다.

2.1.2 내부신체기능의장애

• 신장장애인: 당뇨합병증등의이유로신장을이
식받거나투석치료를받아야하는장애인이다.
신장병에걸리면몸이부어운동능력이떨어지므
로일상생활에지장을받는다.

• 심장장애인: 심장의기능이떨어져일상생활에
큰지장이있는장애인이다.

• 간장애인: 간의기능이떨어져일상생활에큰지
장이있는장애인이다.

• 호흡기장애인: 호흡기의기능이저하되어일상
생활에큰지장이있는장애인이다.

• 장루·요루장애인: 장루,요루로인하여일상생
활에큰지장이있는장애인이다.

• 뇌전증장애인: 흔히간질로불리기도하며, 뇌
전증 로인하여일상생활에큰지장이있는장애
인이다. 2014 년에현재의명칭으로개정되었
다.*[6]

2.2 정신적장애

정신적장애는다시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으로나
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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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 지적능력의발전 (IQ 70이하)이신
체의발전에비해더딘장애인을뜻한다. 과거에
는정신지체장애인,정신박약이라고불렸다.

• 자폐성장애인: 자폐증을의미한다. 과거에는
발달장애 인을자폐성장애인에한정하여불렸
다.

2.2.2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 대한민국장애인복지법에서는 1
년이상가진조현병*[7]·양극성정동장애 (조울
증)·우울장애,반복성우울장애등의정신질환
으로인하여일상생활에큰지장이있는장애인이
다.

3 현재장애인들이겪고있는문제

장애인도같은사람인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대한
민국 에선장애인들에대한인식은크게바뀌지않았
다.

• 장애인들대부분은진학과취업에서의차별로
인해저학력과불안정고용이라는문제를갖고있
다. 이를테면진학의경우장애인을위한시설이
없다는이유로입학을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의겉모습만보고일을하지못할것이라고
생각하는편견때문에어려움을겪는다. 우정사
업본부에소속된공공기관들인우편집중국,우
체국,우체국물류지원단(우편물수집과구분을
하여우체국에보내는물류회사.)에서장애인들
이 일반직(공공기관에서일하는정신노동자),
집배원, 우정실무원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우편물수집을하는운전기사로서노동을하고
있지만,이는적은수이다.

• 편의시설과인식이부족하고선입견이남아있
어장애인들은각종시설및교통수단이용등에서
불편을겪고있다. 점자블록,휠체어통로설치
등을통해이를개선할수있다.

• 장애인들에게결혼과임신을전제로한성생활은
축복이아닌,일종의고민거리이다. 이를테면임
신의경우자신의장애가대물림되면어쩌나하는
걱정,양육,자녀가청소년으로자랐을때의갈등
문제등의고민을안겨준다.

4 고쳐야할장애인관련말들

• 장애를앓고있는→장애를갖고있는

장애는질환이아니라고국제적으로합의
됨.

• 꿀먹은벙어리→말문이막힌,말을못하는

• 눈먼돈→관리안되는돈

• 벙어리냉가슴앓다 → 말도못하고혼자서가슴
만답답하다

• 외눈박이의시각→왜곡된시각

• 외눈박이방송→편파방송

• 절름발이인재,절름발이지성인→부족한점이
있는인재,결격사유가많은인재

• 너장애인이냐? →똑바로이해하지못해? 제대
로일하지못해?

• 눈깔이멀었냐? →똑바로봐라, 제대로판단해
라,그것도못보냐?

• 병신육갑을떨다 →어리숙하게행동하지마라,
상황판단을잘해라

• 지랄한다→함부로행동하지마라,가볍게굴지
마라,생떼쓰지마라

• 장애에도불구하고 → 사회적인어려움에도불
구하고

• 귀머거리삼년,벙어리삼년→인내의시간을보
내고

• 불구가되다→장애를갖게되다

• 정상인못지않게,일반인못지않게→비장애인
못지않게

• 눈뜬장님→보고도판단을못하는

• 장님코끼리만지기 → 전체를모르면서어리석
은판단

• 장애를극복하고→장애를잘받아들여

*[8]

5 웅진문학에나오는장애인

5.1 신체장애인

6 장애인을보는인식

김두식은자신의저서《불편해도괜찮아》에서장애
인에대한인식을다음과같이서술하였다.

• 장애인을미화시키는인식: 모든장애인이밝고
순수한것처럼미화한다. 하지만모든장애인이
밝고순수하지는않다.

https://ko.wikipedia.org/wiki/IQ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D%8F%90%EC%A6%9D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B%8B%AC%EC%9E%A5%EC%95%A0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D%98%84%EB%B3%91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cite_note-7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9A%B8%EC%A6%9D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9A%B8%EC%A6%9D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9A%B8%EC%9E%A5%EC%95%A0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B%A0%EC%A7%88%ED%99%98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C%B7%A8%EC%97%85
https://ko.wikipedia.org/wiki/%EC%B0%A8%EB%B3%84
https://ko.wikipedia.org/wiki/%ED%8E%B8%EA%B2%AC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A0%95%EC%82%AC%EC%97%85%EB%B3%B8%EB%B6%80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A0%95%EC%82%AC%EC%97%85%EB%B3%B8%EB%B6%80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EA%B8%B0%EA%B4%80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E%B8%EC%A7%91%EC%A4%91%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B2%B4%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B2%B4%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B2%B4%EA%B5%AD_%EB%AC%BC%EB%A5%98%EC%A7%80%EC%9B%90%EB%8B%A8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0%98%EC%A7%81
https://ko.wikipedia.org/wiki/%EC%A7%91%EB%B0%B0%EC%9B%90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9A%A9%EC%A7%81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8F%99%EC%9E%90
https://ko.wikipedia.org/wiki/%EC%9A%B4%EC%A0%84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8F%99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C%9E%85%EA%B2%AC
https://ko.wikipedia.org/wiki/%EC%A0%90%EC%9E%90
https://ko.wikipedia.org/wiki/%ED%9C%A0%EC%B2%B4%EC%96%B4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cite_note-8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B%91%90%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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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무능한사람으로여기는인식: 영화
300·오아시스에서장애인을비장애인보다못
한사람,스스로생각하고책임지지못하는사람
으로여기는편견이있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은장애정도가매우심하지않는한스스로
생각하고책임질수있다.

• 장애인은비장애인과같다고보는인식: 장애인
은비장애인과같다고보는인식. 장애인들이장
애가있다는열등감을극복하고,비장애인과같
이살아내도록한다.

7 참고자료

[1] 성명서 -SBS 보도국에“장애우”라는용어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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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ndicap/disability

[3] 복지국가스웨덴,신필균,후마니타스

[4] 홍성호기자의'말짱글짱'우리를슬프게하는말들 ⑥
-‘장님’과‘시각장애인’은세력다툼중

[5] 드라마 CSI마이애미를보면청각장애인여성인빅토
리아가호레이쇼케인반장과프랭크 형사 가하는말
을입모양을보고알아듣는내용이나오는데, 청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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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같이보기

• 접근성

• 발달장애

• 학습장애

• 장애인스포츠

• 패럴림픽

• 특수교육

• 나라별장애인관련법규

• 대한민국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특수교육진흥법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
률

• 일본
• 신체장해자복지법(ja:身�障害者福祉
法)

• 지적장해자복지법(ja:知的障害者福
祉法)

• 발달장해자지원법(ja: �達障害者支援
法)

• 미국
• 발달장애인지원및권리장전법
• 렌터만발달장애인법

9 바깥고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위드뉴스

• 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s://ko.wikipedia.org/wiki/300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95%84%EC%8B%9C%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C%97%B4%EB%93%B1%EA%B0%90
http://www.kofod.or.kr/home/bbs/board.php?bo_table=menu32&wr_id=2890
http://www.kofod.or.kr/home/bbs/board.php?bo_table=menu32&wr_id=2890
http://www.wsu.edu/~brians/errors/handicap.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22212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2221286
https://ko.wikipedia.org/wiki/CSI_%EB%A7%88%EC%9D%B4%EC%95%A0%EB%AF%B8
https://ko.wikipedia.org/wiki/%ED%98%95%EC%82%AC
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B%8D%94%EC%8A%A4_%EB%8B%A4%EC%9D%B4%EC%A0%9C%EC%8A%A4%ED%8A%B8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C%9B%90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3464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https://ko.wikipedia.org/wiki/%EC%A0%91%EA%B7%BC%EC%84%B1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B%8B%AC%EC%9E%A5%EC%95%A0
https://ko.wikipedia.org/wiki/%ED%95%99%EC%8A%B5_%EC%9E%A5%EC%95%A0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_%EC%8A%A4%ED%8F%AC%EC%B8%A0
https://ko.wikipedia.org/wiki/%ED%8C%A8%EB%9F%B4%EB%A6%BC%ED%94%BD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C%88%98_%EA%B5%90%EC%9C%A1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_%EB%B0%8F_%EA%B6%8C%EB%A6%AC%EA%B5%AC%EC%A0%9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_%EB%B0%8F_%EA%B6%8C%EB%A6%AC%EA%B5%AC%EC%A0%9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_%EB%93%B1%EC%97%90_%EB%8C%80%ED%95%9C_%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C%88%98%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_%EA%B6%8C%EB%A6%AC%EB%B3%B4%EC%9E%A5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_%EA%B6%8C%EB%A6%AC%EB%B3%B4%EC%9E%A5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B2%B4%EC%9E%A5%ED%95%B4%EC%9E%90%EB%B3%B5%EC%A7%80%EB%B2%95
https://ja.wikipedia.org/wiki/%E8%BA%AB%E4%BD%93%E9%9A%9C%E5%AE%B3%E8%80%85%E7%A6%8F%E7%A5%89%E6%B3%95
https://ja.wikipedia.org/wiki/%E8%BA%AB%E4%BD%93%E9%9A%9C%E5%AE%B3%E8%80%85%E7%A6%8F%E7%A5%89%E6%B3%95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A0%81%EC%9E%A5%ED%95%B4%EC%9E%90%EB%B3%B5%EC%A7%80%EB%B2%95
https://ja.wikipedia.org/wiki/%E7%9F%A5%E7%9A%84%E9%9A%9C%E5%AE%B3%E8%80%85%E7%A6%8F%E7%A5%89%E6%B3%95
https://ja.wikipedia.org/wiki/%E7%9F%A5%E7%9A%84%E9%9A%9C%E5%AE%B3%E8%80%85%E7%A6%8F%E7%A5%89%E6%B3%95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B%8B%AC%EC%9E%A5%ED%95%B4%EC%9E%90%EC%A7%80%EC%9B%90%EB%B2%95
https://ja.wikipedia.org/wiki/%E7%99%BA%E9%81%94%E9%9A%9C%E5%AE%B3%E8%80%85%E6%94%AF%E6%8F%B4%E6%B3%95
https://ja.wikipedia.org/wiki/%E7%99%BA%E9%81%94%E9%9A%9C%E5%AE%B3%E8%80%85%E6%94%AF%E6%8F%B4%E6%B3%95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_%EC%A7%80%EC%9B%90_%EB%B0%8F_%EA%B6%8C%EB%A6%AC%EC%9E%A5%EC%A0%84%EB%B2%95
https://ko.wikipedia.org/wiki/%EB%A0%8C%ED%84%B0%EB%A7%8C_%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EB%B2%95
http://www.kepad.or.kr/
http://withnews.com/
http://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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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명과그림출처,기여자및라이선스

10.1 설명

• 장애인 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oldid=18435844기여자: 토끼군, Hyolee2,
ChongDae, Klutzy, Pudmaker,록, Miracleezz, Logosblf, RedMosQ, Digital man, JAnDbot, IRTC1015, Alvis Jean, Singleheart, Hun99,
Ha98574, VolkovBot, TXiKiBoT, Elyr, Dllsgh1130, S.BULLET., Son50, ToePeu bot, SieBot, Idioma-bot, Ykhwong, Sjs2109, Pectus
Solentis, 도도한냐옹이, Zorrobot, SusanLai, Helloyoons, Luckas-bot, WStarBot, Neoalpha, ArthurBot, 덴마크, Xqbot, Sotiale,
Schekinov Alexey Victorovich, Rubinbot, Trs0219, D'ohBot, Park4223, Chulki Lee, Shidong, DSisyphBot, Gray eyes, 분당선 M,
Nehankun, Choboty, Idh0854, Noon286, 102orion, Irafox, Yimingyu, Turtle8, Nhero2006, ChuispastonBot, 레즈큐읭, WikitanvirBot,
Wwbot, Dragonhawk, Abc12334, Bluemersen, 통하라, Heyuegero, Vitzro2011, 커뷰, Addbot, 투위, O shi1234, 위키백과총수,
Jhcbs1019,북반구거주자,박근혜치마입히고시집보냅시다,위키백과에서거북이라는사용자를추방합시다,최세종, TedBot,숭
세대, Bridge Mater, RokPoliceman,익명: 58

10.2 그림

• 파일:Commons-logo.svg 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a/Commons-logo.svg 라이선스: Public domain
기여자: This version created by Pumbaa, using a proper partial circle and SVG geometry features. (Former versions used to be slightly
warped.) 원래 가: SVG version was created by User:Grunt and cleaned up by 3247, based on the earlier PNG version, created by Reidab.

• 파일:Wheelchair_symbol.svg 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c/Wheelchair_symbol.svg라이선스: Public
domain기여자: ? 원래 가: ?

10.3 내용라이선스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https://ko.wikipedia.org/wiki/%25EC%259E%25A5%25EC%2595%25A0%25EC%259D%25B8?oldid=18435844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a/Commons-logo.svg
//commons.wikimedia.org/wiki/User:Grunt
//commons.wikimedia.org/wiki/User:3247
https://meta.wikimedia.org/wiki/User:Reidab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c/Wheelchair_symbol.svg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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