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연합회 소식
1. 솔루션위원회개최

10/04(목) 연합회 사무실에서 솔루션위원회가 열렸다. 이채식위원장과 오영훈
김미영, 최윤정 등 대전시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솔루션위
원회는 이날 의사소통지원센터, 다문화센터 수탁운영, 장애인 관련 교육과 자
격제도 운영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대전시 우승호의원(청각장애)이 참
석하여 의사소통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2. 2018년 제2차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정례회의(10/11~12)

10/11(목)~12(금) 양일간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정례회의가 있어 황경아
회장과 직원(3명)들이 참석하였다. 제주도 제주탐라장애인복지관과 퍼시픽호텔
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개선 활동을 2019년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주
요 활동과제로 선정하였다.
내년 2019년 상반기는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하반기는 경상북도장애
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정례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장애인순환버스 새 차로 교체된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운영중인 장애인 순환버스가 새 버스로 교체된다. 연
합회 황경아 회장은 대전시(시장 허태정)와 노후 된 버스 두 대의 교체를 약속
받은 바 있다. 지난 15일 우선 한 대의 새 버스를 받아 등록을 하고 일련의 필
요한 과정을 진행 중이며, 한 대는 2019년도 초에 지원될 예정으로 예산을 확
정 받았다.

4. 베트남 협약기관(하노이 장애인단체)방문 및 후원금 전달
연합회는 작년 선진기관연수를 통해 협약을 맺은 베트남의 하노이 장애인단
체를 다시 방문하였다. 휠체어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운송문제로 후원금으로 전
달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현지에서 구매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교
류협력사업단 신설과 연관하여, 대전 시내 건강카페에 커피 산지인 베트남의 원
두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공급 가능 여부와 하노이 장애인단체와의 사업협력
가능성도 논의하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10월 장애계 주요뉴스
1. “장애인 생존권 위협 멈춰라”(10/31 금강일보)
2.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장애를 넘어 따뜻한 세상속으로’(10/31 오마이뉴스)
3. 장애인에게 65세는 ‘절벽’...장기요양 전환시 활동지원 56시간 줄어(10/30
조인뉴스)
4. 김동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하겠다”(10/30 하니뉴스)
5. 주거, 경제자립 등 5대분야 26개사업... 따릉이 세척등 800여개 일자리 창출
(10/25 연합뉴스)
6. “지적장애인이면 늬들이 이해해야지” 경찰관 폭행 30대 입건(10/25 조선일보)
7. 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10/23 에이블뉴스)
8. 여성장애인 기초수급자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10/22에이블뉴스)
9. 도로교통공단, 전국7개 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영(10/15 뉴스타운)

11월 행사 안내
1. (11/05~06) 제33회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울산광역시일대(대전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2. (11/09) 한글여행문화체험-서울일대(대전농아인협회)
3. (11/07~10) 국제교류프로그램-일본삿포로(대전농아인협회)
4. (11/14) 제26회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대회-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건벤션홀(대전장애인부
모회)
5. (11/16) 일일찻집&자립지원센터 작품전시회-대전 노은 투썸플레이스(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
지협회)
6. (11/19) 임시이사회-복지재단교육실(대전장애단체총연합회)
7. (11/20~22) 2018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힐링 테마여행-제주도 일대(대전장애인부모대회)
8. (11/22~23) 2018년 가족테마여행-목포(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9. (11/29) 사업기금마련 희망찻집-VIP웨딩홀 3층(대전장애인부모회)
10. (11/27~12/01) 직원 워크샵-필리핀(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