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의류업체 유니클로의 후원으로
유니클로 의류를 장애인이 쉽게 입을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리폼한 옷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복 리폼이란 장애로 인한 신체변형과 사용중인 보조기기로 인해
기성 의복의 착·탈의가 어렵거나 일상활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옆트임 후 지퍼를 달아서
굽어진 팔을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리폼”

“손목이랑 팔의 변형 때문에
소매에 손을 넣기 어려워요”

기성의복을 부분적으로 리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협력 수행기관

신청기간

2019년 5월 1일(수) ~ 5월 31(금)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201

02-440-5891~4

지원대상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070-4258-7444, 7439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 500명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성 의복 착·탈의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원 의복 5벌 중 2벌 이상 리폼이 필요한 자
기성 의복 성인사이즈 S~XL를 착용하는 자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02-2662-3495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02-6070-9264~9

리폼방법
서울시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seoulats.or.kr) 공지사항「의복리폼가이드북」참조

지원내용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조기기센터로 문의

유니클로 의류 5벌을 개인에 맞게 리폼하여 지원
1인당 5벌 (아우터 2벌, 상의 1벌, 하의 2벌)

의복 색상·사이즈
유니클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에서 확인 가능

※ 지원의복 종류는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가능

사업일정

수행기관에서 장애특성에 맞게 리폼한 후 지원

내용

신청방법
접
 수처 :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청서 접수순)
※ 신청접수인원 500명이 초과될 경우 대기명단으로 등록됨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홈페이지 (www.kscp.net) 공지사항 확인
서울시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www.seoulats.or.kr) 공지사항 확인
◀ QR코드를 찍으면 신청서 페이지로 넘어가요~
※ 스마트기기, PC로만 접수가능

일정

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

5/1(수)~5/31(금)

접수기간내 제출서류까지
제출완료되어야 인정

지원 대상 및 의복 확정 발표

6월 초

서울시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공지 확인

SS시즌 의복 리폼 및 지원

6월 ~ 9월

-

FW시즌 의복 리폼 및 지원

10월 ~ 12월

-

만족도조사

20년 1월

-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한국뇌성마비복지회로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담당자 : 김지현 보조공학사
주소 :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한국뇌성마비복지회 5층
이메일 : atsgs@hanmail.net

전화 : 02-2662-3495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팩스 : 02-2662-3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