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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2022.04.26 조회수 2648 등록자 나주시청 총무

과

2022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

한 가격에 보급하는 �2022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급대상 

-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3에 의거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중 50% 추가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5. 2.(월) ~ 6. 17.(금)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누리집, 우편, 방문을 통한 신청

·누리집 주소:https://www.at4u.or.kr

·우편, 방문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나주시청 3층 총무과 전산운영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 061-339-8455(나주시청 총무과 전산운영팀)

□ 선정결과 발표 : 2022. 7. 15.(금)

-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공지 및 개별통보예정

□ 체험 전시

- 기 간 : 2022. 6. 9.(목) ~ 6. 10.(금)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순천제일대학교 �)

- 내 용 : 국‧내외산 정보통신보조기기 100여 종 전시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공고-2022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문(신청서식 포함).hwp (3391 hit/

15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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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Cf6nkM65f&file_type=all&idx=81733&file=133882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81733/133882/%25EA%25B3%25B5%25EA%25B3%25A0-2022%25EB%2585%2584%25EB%258F%2584%20%25EC%25A0%2595%25EB%25B3%25B4%25ED%2586%25B5%25EC%258B%25A0%25EB%25B3%25B4%25EC%25A1%25B0%25EA%25B8%25B0%25EA%25B8%25B0%20%25EB%25B3%25B4%25EA%25B8%2589%25EC%2582%25AC%25EC%2597%2585%20%25EC%2595%2588%25EB%2582%25B4%25EB%25AC%25B8%2528%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5EC%258B%259D%20%25ED%258F%25AC%25ED%2595%25A8%2529.hwp?pkey=Cf6nkM65f
http://www.naju.go.kr/Viewer/133882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이전글

나주시 실내수영장(5월) 운영 안내

다음글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임신부부 출산교실 참여…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장날' 행사 안내

인기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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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173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172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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