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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박 희 만



2018년 중증장애인 의료봉사사업
건강은 최고의 재산!

KTX김천구미역사 장애인주차구역 점검
적정여부, 불법 주차 등에 대한 점검!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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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리더자 캠프
역량강화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캠프

경상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
사진, 수필 부문참가 “은상, 동상” 수상

"우리는 잉꼬부부랍니다” 부부교실
가정에 새로운 변화와 긍정적 부부관계 형성 

대신동 통장협의회 “행복나눔 밥상 봉사 / 회장 쌀 후원”
사랑의 밥상, 사랑 나눔 따뜻한 사회!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자미회" 문화탐방
견문 넓히고 심신 안정 도모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활동 “3色 테마 이야기” 
3色자연에 향기에 미에 취하다.

임원 하계수련회 및 영·호남 교류 
영·호남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과 임원 역량강화 도모!

여성장애인 문예고리사업 “꽃꽂이교실” 
꽃꽂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성취감 향상

2018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한지공예부문 “백무열 은메달” 획득!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 및 카툰전시

구성면, 대항면을 찾아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인식개선

여성장애인 체육활동 "한궁교실" 

스포츠에 대한 고정관념, 인식개선을 돕고 건강증진 도모

김천 행복나눔 복지박람회

더불어 가는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행복한 지장협!

여성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캠페인
여성과 장애인 달라도 같아요!

전국 장애인부부 초청대회

안석배 부부 행정안전부장관상, 유승국 부부 지장협 중앙회장상 수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자 가정방문
가정방문을 통해 욕구를 파악, 생활의 편리 도모

서부권역 여성장애인 인권교육
여성장애인의 권익 및 인권에 대한 중요성 강화

경북장애인합동결혼식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 출발!

여성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 장애인 행복걷기대회
건강증진! 공동체의식 함양! 자활의지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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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증진대회 및 워크숍(울산 태화강)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체력단련, 지회 발전방향 모색!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백계자 대도중공업 대표 “경상북도지사 표창패” 수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합동점검을 통한 인식제고 및 주차위반 단속

경북양성평등기금사업 한지교실 "한지의 美를 배우다"

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품제작!

여성장애인 체육활동 "볼링교실"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 인식개선!

사랑의 김장나누기

따뜻한 마음의 나눔, 장애인가정 110세대 전달

여성장애인 사회화교육
교육을 통해 사회화 되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

연말 사랑 나눔
쌀, 라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전달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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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편 의 시 설 
설 치 지 원
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전등리모컨 손잡이 등 
설치지원(6세대)

설치 전 설치 후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통권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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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2019년 7월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 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까지 단계적 도입합니다.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시군구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1급 ~ 3급 (중증 장애인) 

4급 ~ 6급 (경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 
등급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장애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 

지원 신청자격 미달(1~3급 이상만 신

청 가능)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 지원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 결과

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신

청 가능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활

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1급 ~ 6급으로 구분되었던 등급이 앞으로는 장애 정도라고 표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

시를 이용하고 싶지만 장애등급이 3급 

이하라면 등급 미달(1~2급 이상만 신

청 가능)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능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

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특별교통
수단

장애등급이 3급 이하라면 등급 미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이용대상이 개

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급이라 직장생활이 불가능하

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

금제도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

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실제로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으

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
연금

장애 연금 2022년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강나은, 강영서, 강웅규, 강희래, 강희복, 고은희, 김남숙, 김미경(김천의료원), 김무겸       

김이태, 김인환, 김정숙, 김정호, 김종근, 김진수, 김진하, 김태우, 김태한, 박만기, 박문하 

박선하, 박순악, 박진섭, 박희만, 박희우, 백무열, 백승희, 서경덕, 송복임, 신훈선, 안석배 

양미영, 양오영, 양헌문, 오순례, 이강호, 이광석, 이득원, 이미옥, 이영대, 이준기, 임성록 

임재익, 임홍자, 정기택, 정성화, 정창섭, 조종준, 최규탁, 최금돌, 하태현

계림광고간판(이창도), 고래섬식당(신숙현), 고려한복(전종철), 고속정비(손국진)

공원추어탕(김경숙), 김천라지에타(김수환), 김천레미콘(조장규), 남산성결교회 

대도중공업(백계자), 대복식육식당(이정숙), 동미기업, 동부화재(서지권)

미가패밀리푸드(김학술), 서울국기사(문숙희), 송월타올(이원희), 안동한우뭉티기(장은정)

전광주유소(이해진), 푸른농산(전대모), 한국타이어 김천부곡점, 한마음주유소(전해수)      

한일의료기(박동인), 해피플라워(최윤희), 혁신회, 황금기업(안기호), 황금동 교회

농협  | 773-01-186713(예금주 : 지장협김천시지회)

단체후원

개인후원

                                                                                
(단위:원) 

수      입 지    출
비 고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후원금 9,245,000

공공요금 116,690

수용비및수수료 65,000

여비 90,190

시설장비유지비 1,790,000

회의비 234,000

홍보비 66,000

열린세상보기 733,150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283,060

임원하계수련회&영호남교류 299,380

재활증진대회 및 워크숍 500,000

뜨개질교실 200,000

지회25년사 발간 1,320,000

반찬나눔 2,400,000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91,000

사랑의 김장나누기 3,900,000

복지후생비 1,103,800

전기이월금 20,799,196
소 계    13,192,270

차기이월금 16,851,926

누 계 30,044,196 누 계 30,044,196

(2018. 07. 01.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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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간한 신문!
장애, 복지 그 밖에 여러 소식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소셜포커스 접속하여 뉴스 보기!

          소셜포커스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 정확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발행일     2018년 12월 25일    발행인   박 희 만    편집인   박 문 하

주    소     경북 김천시 환경로105(신음동)

전    화     054-433-5550      팩   스    054-433-6747

이메일     rlacjswlgh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ppd2704.or.kr

01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