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7일 05시 42분



2
3
3
3
3
4
4
4

목차

목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농업인 재활치료 전문센터 운영
중증 재가 장애인 가정 방문 재활치료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구강보건사업 연계
재활센터 및 기타 문의사항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재활운동 및 작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업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사업기간 : 연중

이용절차 : 상담 및 재활기록지 작성 기초건강검진 실시(내소 또는 방문요청) → 대상자 보건소 등록 맞춤형

재활운동 및 작업치료 제공 → 지속적 관리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화서비스 연계

농업인 재활치료 전문센터 운영

대상 : 근·골격계 질환(농부증 등)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및 지체 장애인

기간 : 연중 (월~금/09:00~18:00) 

* 미리 전화 예약 후, 보건소 방문 권고

장소 : 나주시보건소 2동, 2층 농업인 재활실

내용 : 운동기기 10종(등속성 운동기, 공압식 운동기기 5종, 보바스테이블,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작업치료실 세트, 좌식 스텝퍼)

중증 재가 장애인 가정 방문 재활치료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간 : 화, 수, 금 (14:00 ~ 17:00)

장소 : 가정방문

방문자 : 2명(방문간호사1, 물리치료사1)

내용 : 건강사정,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측정 등)시행, 관절가동범위 운동지도, FES(기능적 전기 자극), 일상생활 동작지도 재활 기구 사용법 등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대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기간 : 3월 ~ 11월/ 월 2~4회

장소 : 신청한 기관 및 학교에서 제공

교육비 : 무료

강의내용 : 장애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배양, 생활주변 사고발생예방법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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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프로그램 운영

원예교실, 체조(요가, 밴드운동 등), 웃음치료, 손 마사지, 레크리에이션 등

구강보건사업 연계

불소도포, 구강질환 예방교육, 올바른 칫솔질 지도 등

재활센터 및 기타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061-339-2156)

농업인 재활실 (☎ 061-33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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