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낭독봉사자 모집 오디션 원고
★ 새벽햇살
보온병
“접견 신청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호출과 함께 굳게 닫힌 철문이 열렸다.
난생처음 교도소에 들어왔을 어머니를 생각하자 걱정과 미안함이 앞섰다.
접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내 심장 박동을 따라 빨라졌다. 대기실에서 초
조하게 기다리자 5호실로 가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심호흡하고 5호실에
들어서자 왜소한 체구에 얼굴 주름이 늘어난 어머니가 보였다. 손에는 보온
병을 들고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날 추운데 우예 지내노.”
“여기가 어디라고 오십니까. 그 보온병은 왜 들고 오셨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케인스매거진 2021년 9월호 part4 중에서- 좋은생각 9월호에서 발췌>
★ 몇 년 전 사놓은 영양제, 먹어도 될까?
비타민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입 후 2~3년 정도 보관이 가
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개봉한 후라면 6개월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간혹 냉장고에 영양제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여
닫게 되면 외부와의 기온 차로 인해서 병 내부에 수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도 미만의 너무 덥지 않은 서늘한 곳
에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등대 2021년 9월호 part1 중에서-[코메디닷컴] 건강백과 시리즈 중 발췌>
★ 활동지원 소외된 시각장애인 '불만족'
활동지원제도가 2019년 7월 종합조사 도입 후,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지표
가중치가 약 50% 감소해 급여량이 부족하고, 시각장애특성 반영이 되지 않
아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급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조사상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주관한 ‘시
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23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제도가 기존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뀌면서 신청
자격 확대, 하루 최대 16시간의 급여량 확대가 이뤄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욕구는 해소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종합조사로 개편되며 전체장애인 급여량이 평균 약 22.2시간 증가한 반면,
시각장애인은 약 16.9시간정도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 또 급여변동 비율
에 있어 감소의 경우 3.95%로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이 이는 산정특례(급여보전)가 적용된 결과로, 종합조사 점수만으로 급
여량이 산출됐으면 더 감소 폭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기 교수는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일
정부문만 충족하고 있는 반면,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중증인 지체, 뇌병
변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급여의 충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학평가 중심, 평가자 중심의 급여량 산정방식에서 보완 또는 전환
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장애인의
자기평가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
다.
<소리경기 2021년 9월호 part2 중에서 -[에이블뉴스] 2021. 8. 23. 기사 중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