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문]

2019 롯데복지재단 장애아동 ․ 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1

사업목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그 가
족에게 행복한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인원

 지원지역 : 전국
 지원인원 : 150명
 지원대상
- 전국 중증 뇌병변, 지체 장애아동 및 청소년(만 19세 미만)
-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지원내용

 1인 150만원 이내의 지원품목 영역별 보조기기(※ 1품목 또는 2품목 선택가능)
- 1품목 보조기기 영역 : 이동, 착석, 기립, 보행
- 2품목 보조기기 영역 : 목욕, 위생, 의복
(※ 2품목 보조기기 선택방식 : ①목욕 + 위생 / ②목욕 + 의복)

4

접수기간

 2019. 4. 29.(월) ~ 5. 24(금)

5

접수방법

 사업수행 협력기관(신청인 주소지 기준)으로 개별 접수(※ 3페이지 접수처 참조)
 접수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2019. 5. 24.(금) 18:00까지

6

사업과정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기기지원 및 사용자 훈련

7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경제상황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원청징수 중 택 1) 1부.

8

문의사항

 접수문의 :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사업담당자 이덕영 (070-4258-7444)
 기관주소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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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품목 예시

영역

지원 품목명(사진 포함)

이동
아이체어 버기

메이져엘리트

뚜버기

페가즈

토마토 푸쉬체어

맞춤형 카시트

에보픽스 카시트

캐롯 카시트

토마토 시트

피더 시트

착석

-

기립
(전방)
이지스텐더(PE)

LV프론스텐더

코지프론스텐더

-

기립
(후방)
이지스텐더(SE)

LV슈파인스텐더

코지슈파인스텐더

바른몸슈파인스텐더

보행
님보워커

카야워커

메이워커

트랙커워커

목욕
오토목욕의자

매너티

위생

스플래쉬

민택

의복
오랄클린 G-100

베터베이직

※ 상기 지원품목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지원 보조
기기 선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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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수행 협력기관(접수처)
기관명(홈페이지)

주소

직통전화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www.seoulats.or.kr)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지하 1층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www.seoulats.or.kr)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www.seoulats.or.kr)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지하 2층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www.seoulats.or.kr)

강서뇌성마비복지관 5층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www.rehab21.or.kr)

150번길 20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www.ept.or.kr)

070-4258-7444

접수처(이메일)
satsc@daum.net

02-440-5892

seoulats@naver.com

02-6070-9267

lhcoos2000@purmehospital.org

02-2662-3495

atsgs@daum.net

031-720-2870

sjb733@hanmail.net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447

031-692-2362

cool600-18@ept.or.kr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05

031-883-2100

bundo2123@hanmail.net

070-4459-5364

bws2011@hanmail.net

032-540-8948

icatc@naver.com

042-338-2982

qkddnffl@cnuh.co.kr

053-650-8342

datc2010@naver.com

051-790-6195

wkddy82@nate.com

062-613-9365

gjat9365@naver.com

043-265-0401

cbat@daum.net

041-750-4141

mrt2@kornu.ac.kr

063-220-3153

soo70333@jj.ac.kr

055-237-8242

gnatc@naver.com

064-753-9997

jejuat9997@naver.com

경기
여주시장애인복지관
(www.yjlove.me)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충북

양평군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www.yprehab.or.kr)

111번길 36-1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www.icatc.or.kr)

35번길 12-37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

(www.yeswecan.or.kr)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지하 1층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 33

(http://datc.daegu.ac.kr)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www.bratc.or.kr)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90

(www.gjat.or.kr)

호남권역재활병원 1층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www.cbat.or.kr)

39-17 충북재활원 3층

나사렛대학교보조공학센터
충남

(https://cms.kornu.ac.kr/
atc)

전북

경남

제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456번지
나사렛대학교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www.jbat.or.kr)

전주대학교예술관 지하 1층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http://gnatc.or.kr)

97번길 85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www.jejuat.or.kr)

시각장애인복지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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