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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지원대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

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등록절차

본인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지참) →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

비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지원

대　　상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 기타장애 15,000원

지원절차 : 청구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청구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대　　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으로 검사비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지급)

지원절차 : 청구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청구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장애상태의 확인(재판정)

장애정도의 조정

대　　상 :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정도의 조정을 희망하는 자

조정절차 : 본인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조정신청(신분증지참 →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진단서 및 장

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의 확인(재판정)

대　　상 :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재진단 기한 도래자

재판정 절차 : 군 재진단(판정) 통보(재판정 기한 3개월 전) → 군 재진단(판정) 촉구(재판정 기한 1개월 전) →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

지 및 의견청취 → 장애인등록 취소

생활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등록절차안내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장애인등록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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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ife_welfare
/www/life_welfare/handicapped_welfare
/www/life_welfare/handicapped_welfare/registration_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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