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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및 준비물

장애인등록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

장애인등록 처리과정

1 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및 통보 ⇒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

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

식받은 사람

장애인등록안내(선택됨)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급여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  >  > 분야별정보 복지/보건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안내장애인등록안내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field_info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disabled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disabled/register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disabled/register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disabled/polic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disabled/facilit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disabled/pa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disabled/electric_wheelchair


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
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

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

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장애인 유형 및 장애정도별 등록 현황

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2023년 04월 현재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장애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8,410 4,505 3,905 3,336 1,930 1,406 5,074 2,575 2,499

전라남도 나주시

소계 8,410 4,505 3,905 3,336 1,930 1,406 5,074 2,575 2,499

지체 3,811 1,886 1,925 695 414 281 3,116 1,472 1,644

시각 788 456 332 128 58 70 660 398 262

청각 1,125 546 579 308 156 152 817 390 427

언어 68 44 24 40 23 17 28 21 7

지적 927 541 386 927 541 386 0 0 0

뇌병변 618 351 267 340 178 162 278 173 105

자폐성 82 72 10 82 72 10 0 0 0

정신 614 354 260 608 351 257 6 3 3

신장 219 145 74 163 105 58 56 40 16

심장 4 4 0 3 3 0 1 1 0

호흡기 32 24 8 32 24 8 0 0 0

간 41 30 11 1 1 0 40 29 11

안면 5 2 3 3 0 3 2 2 0

장루.요루 62 41 21 3 2 1 59 39 20

뇌전증 14 9 5 3 2 1 11 7 4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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