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장애인 외면해 온 ‘낡은 정치를’ 벗어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삶의 정치’ 실현할 것”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4월 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소재한 노
들장애인야학에서 정책 간담회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5개 항에 관한 내
용으로, 김한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 다섯 개 항은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
체육·교육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또한 협약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이
적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하며, 낡은 정치의 관행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삶의 정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의 관점을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6년 4월 9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정책협약서 전문]
2016년 20대 총선 김한울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
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김한울 후보와 노동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 구비추가지원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위원
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구비추가시간 신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할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종로구 전체예산의
0.01% 증액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종로구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장
애인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확대
-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
선 및 차별을 해소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노들야학의 운영비 지원 및 야학학생들의 급식비용 지원
2016년 4월 8일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