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대표 선수단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의무
교육 운영계획(안)
2021.10.5.(화)/훈련육성부

□ 추진근거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5조의 2(교육) 선발된 국가대
표는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
육,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지도자) 및 반도핑 교육을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이수확인서를 7일 이내 가맹단체(또는 장애
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9.3.>
□ 추진목적
ㅇ 국가대표 선수단의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대두
ㅇ 국가대표 선수단 인권 보장 및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ㅇ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 추진방침
ㅇ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운영
ㅇ 선수단 내 훈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도자 대상 장애감수성 향상 교육
□ 추진개요
가. 2021년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ㅇ (추진기간) 2021년 10월 7일 ~ 31일 (25일간)
ㅇ (대

상) 2021년도 종목별 국가대표 지도자 외 스텝 (28개 종목, 174명)

* 테니스(4), 농구(5), 배드민턴(4), 양궁(5), 보치아(13), 수영(4), 역도(4), 탁구
(10), 사이클(9), 조정(2), 육상(9), 사격(12), 유도(3), 태권도(5), 골볼(10),
댄스스포츠(3), 럭비(8), 론볼(5), 배구(4), 볼링(6), 요트(2), 축구(6), 펜싱
(4), 승마(10), 아이스하키(7), 컬링(5), 노르딕(5), 스키(10)

ㅇ (수강방법) 온라인 수강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사회적장애인식개선 「인식의 새로고침」

ㅇ (회신기한) 2021년 11월 5일(금)

나. 2021년 국가대표 선수단 인권 교육
ㅇ (추진기간) 2021년 10월 7일 ~ 31일 (25일간)
ㅇ (대

상)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단 (539명)

* 테니스(12), 농구(19), 배드민턴(18), 양궁(20), 보치아(24), 수영(14), 역도(9),
탁구(28), 사이클(16), 조정(14), 육상(18), 사격(37), 유도(14), 태권도(24),
골볼(22), 댄스스포츠(15), 럭비(20), 론볼(14), 배구(26), 볼링(27), 요트(6),
축구(52), 펜싱(11), 승마(16), 아이스하키(24), 컬링(13), 노르딕(9), 스키(17)
** 2021년 인권교육이수자 제외

ㅇ (수강방법) 온라인 수강(선착순500명)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스포츠와 인권」

ㅇ (회신기한) 2021년 11월 5일(금)
□ 주요내용
ㅇ 국가대표 지도자의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ㅇ 건강한 훈련환경 조성을 위한 팀 내 상호 존중
ㅇ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연결 관점에서 탐구 및 지도
ㅇ 장애에 대한 개념의 정리 및 장애의 특성
□ 기대효과
ㅇ 선수단 내 상호신뢰 형성으로 인한 훈련환경 개선 효과
ㅇ 훈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훈련의 질 및 집중도 향상
ㅇ 안전한 장애인스포츠 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