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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0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현황
09. 202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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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현황
11.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1-6)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지원내용
구 분
18~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

64세

(일반재가)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장애인연금

1급, 2급, 3급중복)

중복장애)

(보장시설
수급자)

(1급,2급 및
3급

기초

· 2020년도 선정기준액

64세
65세
이상
18~

단독가구 : 1,220,000원
부부가구 : 1,952,000원

18~

64세

이상

· 2020년도 1월부터 연금액
인상(기초급여만)
·차상위: 300,000원
- 차상위초과: 254,760원

기초

부가

300,000

8만원

-

38만원

300,000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300,000

일반: X

장애인복지과

특례:7만원

장애인복지팀

7만원

차상위
65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

18~
차상위

64세

초과

65세
이상

-

일반:7만원

(☎032-560-4313)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특례:14만원

254,760

2만원

-

4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장애수당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3)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중증장애인 외의 자
(등급제 폐지 이전 3급~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 다만 만18세~만20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중인 자는 포함
* 중증: 장애인연금 대상자
경증: 장애수당 대상자

기초(생계,의료)중증 : 1인당 월2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3)

· 보장시설(생계,의료)중증 : 1인당 월 7만원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 보장시설(생계,의료)경증 : 1인당 월 2만원

☎129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온라인‘복지로’ 신청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장애아동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 0~35개월 아동 : 월 20만원

가정보육과

· 36~86개월 미만의 아동 : 월 10만원

보육행정팀
(☎032-560-5723)

만0세 ~ 만5세 영유아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예외

- 종일반 : 월 478,000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방과후 : 월 239,000원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5세까지만 해당)
-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월 462,000원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만 5세이하 영유아도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정보육과
보육행정팀
(☎032-560-5725)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같이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서비스 중복 불가

120%이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사)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 장애아동의 기본학습과 관련된 홈티칭
장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5세~만18세
이하 장애아동

방식의 학습 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
인지학습, 일상생활 훈련, 학부모 상담
· 서비스가격 : 월 18만원
(등급별 본인부담금 18,000원~36,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560-4293)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제공기관에 신청
· 부평장애인종합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복지관
(☎070-4673-3018)
·(사)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인천협회
(☎032-811-5753)
·노틀담복지관
(☎032-540-8934)

주요사업명
건

자동차분

강

건강

보

보험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지
역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공단지사에 확인
(☎1577-1000)

험 전액 면제
산출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국민건강보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
는 3~5등급): 20% 경감

(☎1577-1000)

공단지사에 신청

가
입

장기요양

자

보험료

의

경감

보

저소득

험 장애인 세대
건강·
료
장기요양
경

보험료

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의료비 지원

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공단지사에 확인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1577-1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월 14,700원 미만인 장애인세대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서구에 주소를 두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032-560-4313)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애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록진단비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지급

및 의무/서비스/직권 재판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정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3)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장애검사비
지원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장애인복지과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인복지팀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032-560-4313)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보건복지부콜센터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129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발달재활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 예견의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 매월 14만원 ~ 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소득별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면제~8만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검사자료 제출시 신청가능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언어발달지원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원 ~ 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소득별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면제 ~ 6만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1)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장애인
(3)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시각 장애인
(4) 음성시계：시각 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청각 장애인
6) 진동시계：청각 장애인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7)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발달·
지적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9)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장애인복지팀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032-560-4314)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지체·뇌
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
변 장애인

* 총 31개 품목 지원

교부품목에 대한

(13)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장애인

자세한 문의는

(14)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구센터

(15)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032-540-8947

(16)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장애인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장애인용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
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
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
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
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 장애
(28)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29)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장애인 *핸드레일 미
해당
(30) 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만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인정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 선정기준(소득기준 없음)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
· 서비스 가격 : 월12만원
(등급별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560-4293)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가구특성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자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 서비스가격 : 월14만원
(본인부담금 14,000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사전,사후검사 및 분기별 기초검사,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만 13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560-4293)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운동처방서비스 실시, 맞춤운동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 : 월19만원
(등급별 본인부담금 20,000원,40,000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560-4293)

청각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인공달팽이관

가정의 19세 미만 시설·재가

수술비 및

청각장애아동 중 수술 적합자

재활 치료비
지원

· 기 수술자 중 재활치료대상자
(수술후 60개월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수술비 : 4,000천원 범위내
· 재활치료비

장애인복지과

- 1년차 : 연 3,000천원 범위내
- 2~5년차: 연 1,500천원 범위내

장애인복지팀
(☎032-560-4319)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1577-1000)

<적용대상 보조기기 및 기준액>

(2회 이상 신청시) 및

분 류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20,000

2

∙ 목발

15,000

2

480,000

5

∙ 수동휠체어
∙ 의지･보조기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구청

∙ 보청기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 체외용인공후두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내구연한
(1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기준액(원)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3
4
4
3
5

25,000

0.5

1,310,000

5

500,000

5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제출 후

∙ 전동휠체어

2,090,000

6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유형별로 상이

3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 소모품(전지)

160,000

1.5

· 지원 내용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의료급여대상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팀
(☎032-560-5873)

의료급여증과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장애인등록증

- 보조기기 제작 및 수리

(복지카드)를 제시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경인의료재활센터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구청장의

(☎032-899-4000)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인천재활의원

자는 실비 부담

(☎032-861-0107)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월 60시간~480시간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특별지원급여 : 출산가구, 자립준비,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보조자일시부재에 따라 20 ~ 76시간

장애인복지과

특별지원급여 제공

장애인복지팀

· 본인부담금

(☎032-560-4312)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 : 2만원

콜센터☎129

및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4~10%
인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자

· 후견심판청구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월15만원)
(*친족 후견의 경우 활동비 미지원)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부모상담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4천원~4만원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적 ·자폐성 발달장애학생

선택후 월-토까지 소그룹을 구성해

(재학중인 학생)

다양한 활동 참여 가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715-4378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인천장애인능력개발문
화센터032-567-5155

· 주간활동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만18세이상 65세 이상
지적·자폐성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선택후 다양한 활동 참여 가능
·※수급자격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되며, 단축형이 아닌 유형 선택시
활동지원급여 차감됨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발달장애인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가족휴식지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지원
- 1인당 최대지원 금액 : 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인천장애인능력개발문
화센터032-567-5155

시청
장애인서비스과
문의
032-440-2969
메년 사업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시행

·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지원
시설
종류

대상

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과

기능제한
(x1) 점수

장애인

상담 및 문의

종합조사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032-560-4908)

등의 서비스를 제공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서비스지원종합점수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시ž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24시간 운영, 운행지역은 인천 전역 및
인접지역(서울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 인천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 콜택시

시흥시) ※ 인접지역은 20시 이전/

장애인과 3급 중 뇌병변 장애 및

강화·영흥은 17시 이전 탑승분에 가능

하지지체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바로콜 예약시스템 운영 :

65세 이상으로 휠체어를

전화접수 신청 후 30분 이후, 이용자

이용하는 자

출발지에 도착(신청+30분후 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직접문의 바람(1577-0320)

-당일이용 : 이용일 당일 (전화접수, 인터넷)
-전일접수 : 인터넷으로만 2일전
※ 당일 배차 및 이용인원 등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032-437-0494)
전화접수
(☎1577-0320)
인터넷접수

(www.intis.or.kr)

지연가능성 있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
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
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
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
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
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
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팀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032-560-4313)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
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
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
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
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
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
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
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
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
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
해 사용되는 자동차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장애인복지과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알선

장애인복지팀

배우자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032-560-4319)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
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생활
정보신문
무료보급

· 인천 서구 장애인
· 소득 무관

· 월 2회 무료 보급
(1인 1가구 보급원칙)
-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배송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3)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수리지원
연간 30만원/인 범위 내 지원
인천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A/S센터 지원

※ 수리협력업체
- 케어114 (☎ 032-556-4114)
- 원강메디텍(☎ 032-461-7138)

상담 및 문의
인천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032-885-1464)

- 두리하나((☎ 010-2539-6152)
- 정다운복지용구사업소(☎032-425-0530)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보호의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등록장애인 및 가족

중증 장애인들이 맞벌이 및 기타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가정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낮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례 관리, 장애인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지역 사회네트워크, 사회서비스지원 등

장애인시설팀
032-560-4907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032-569-1240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운영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인천광역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032-464-0183)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의 구직
장애인

- 장애인
전문 상담
- 장애인
직업평가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2단계

3단계
- 집중취업

- 직업훈련

알선

-

(직무사전

중증장애
인

분석 및

지원고용

적합일자

- 국민내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리

배움카드

동행면접)·

훈련연계

취업 후

등

적응지도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훈련수당지급 대상 :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3개소)
식비: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일 5시간 이상(월
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이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6만6천원 지급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 등록장애인

자신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장애인복지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장애인시설팀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560-4908)

· 급여 및 주요내용
구분

장애인
복지일자리

내 용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월56시간

보육도우미 등)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급여

시간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근로

월 보수
481천원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주5일

월 보수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40시간 1,795천원
업무를 수행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주 20시간

월 보수
897천원

(☎032-560-4314)

업무를 수행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5일

안마사파견 등에 배치되어

25시간 1,296천원

월 보수

안마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주5일

배치되어

25시간

월 보수
1,125천원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 생활가계자금,

동 행정복지센터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립대여상품을 이용
(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철도·도시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등록장애인
유선 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해당
통신회사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가입비 면제

등록장애인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해당
통신회사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인천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
할인카드) 소지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제외

지원내역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전액시비로 무상지원(택배비는
본인부담)
지원절차
- 영업소 등에서 단말기 신청
- 단말기 제조사에서 신청인에게 단말기
배송
-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문등록
※ 예산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3)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전기요금

· 중증장애인

할인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한국전력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관할지사･지점에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신청

* 인터넷：www.kepco.co.kr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의한

50∼30%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장애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일반수수료

자동차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정기검사(15,000∼25,000원)

(문의)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 종합검사(45,000∼61,000원)

(☎1577-0990)

검사수수료
할인

아래의

직계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
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등록장애인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의료비 공제

특수교육비

· 등록장애인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상속세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장애인

신청

종합소득 신고시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등록장애인

자동차세팀에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세무2과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소득세 공제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종합소득 신고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신청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에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신청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장애인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보조기기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부가가치세

· 등록장애인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세율 적용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 등록장애인

통관지 세관에서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수입신고시에

대하여 관세 면제

관세면제 신청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등록장애인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08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분야

1

서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인천 서구 드림로 284-8 (백석동)

569-1247

활동보조

서구지역

인천 서구 길주로 63번길 25, 3층

자활센터

(석남동)

569-1491

활동보조

서구장애인

인천 서구 승학로 515, 407호

자립생활센터

(검암동, 대림프라자)

563-8664

활동보조

인천시각장애인

인천 서구 탁옥로 51번길 11, 601호

복지연합회서구지부

(심곡동, 네오프라자)

569-5031

활동보조

큰솔장애인

인천 서구 심곡로 81, 202호

자립생활센터

(심곡동, 국제빌딩)

564-1015

활동보조

복지콜주야간

인천 서구 완정로 64번길 12, 3층 (마전동,

보호센터

영남빌딩)

인천장애인능력개발문화센터

인천 서구 심곡동 296-2 숙원빌딩 3층

2

3

4

5

6

7

활동보조
565-3129
방문목욕

567-5155

활동보조

09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

1

금별심리상담센터

2

E-다솜누리아동발달센터

3

검단라파언어심리센터

4

국제아동발달클리닉

5

김태우 심리언어연구소
(루원시티점)

소재지
인천 서구

원적로 85, 209호(가좌동,
우신프라자)

인천 서구 율도로 98, 501호(석남동)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 3-2,
파크프라자 403호
인천 서구 마전동 영남탑스빌
웰빙타운 203호
염곡로 468, 502,503호 (가정동,
드림타워)

전화번호
032-574-1843
032-584-0357
032-565-7757
032-564-7774
032-821-2752

6

김경혜심리발달클리닉

인천 서구 원적로 120,
인성빌딩 403호,502호

7

다솜누리아동발달센터

인천 서구 가정로 302, 5층,6층

070-7767-0357

8

검암 라파언어심리센터

인천 서구 승학로 543, 201호

032-567-7757

9

밝은마음아동청소년발달센터

10

연세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인천 서구 장고개로 329, 201호

032-581-1663

11

이솔언어심리센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853, 205호

032-552-7220

인천 서구 드림로 284-8

032-569-1240

인천 서구 가정로 361, 두산빌딩 5층

032-572-8383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13

하늘소리언어치료센터

14

한양심리발달연구소

15

헬로마미감각통합발달센터

16

휴먼피아

17

희망찬 심리발달센터

18

바론아동청소년발달센터

19

청라 라파 언어심리센터

인천 서구 승학로 497,
검암프라자 403호

인천 서구 중봉대로 594,
비전프라자 701호
인천 서구 청마로 167번길 14,
성경빌딩 4층
인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8,
반안프라자 404호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26,
서진프라자 3층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4,
두손중앙프라자 401호,402호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10,

비고

032-572-3434

언어발달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032-263-4158

언어발달
제공기관

032-563-5697
032-564-5174
032-567-7120
032-513-7005
032-565-4690
032-567-7756

20

햇살나무발달센터

21

샤이닝아동발달센터

22

와이아동발달센터

청라리치아노 308호 309호
청마로167번길 3, 302호 (당하동,
대우프라자)
크리스탈로74번길 7-21,
402403,404호 (청라동, 청라더블유)
염곡로464번길 23, 가정동 2층
202호 (가정동)

23

㈜영재원 연세힐링맘
사회복지센터(주)

봉오재3로 90, 가정동 7층
703-704호 (가정동, 한일골드타워)

277-7254

24

다온아동발달센터

검단로 500, 302호 (마전동,
더블유빌딩)

715-8244

724-8776
566-1486
567-4003

언어발달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10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

소재지

1

인천장애인능력개발문화센터

2

기억너머 주야간보호센터

전화번호

인천시 심곡로 93, 3층
(심곡동, 숙원빌딩)
인천시 서구 도곡로
198(대곡동)

비고
주간/방과

032-567-5155

후활동

032-567-3129

방과후활동

11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 장애인거주 시설 현황(공동생활가정 포함)
연번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FAX)

1

인정재활원

서달로 123번안길 24(석남동)

574-0250
(574-0255)

2

마전장애인공동생활가정

경명대로698-4,
B/201(공촌동,대국빌라)

568-8051
(568-8051)

3

예그리나공동생활가정2호

연희로28번길17-1,
301호(연희동)

566-5988
(566-5988)

4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1호

승학로506번안길57,
103/203(검암동,해피하임빌)

563-8004
(574-0255)

5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

승학로506번안길57,
103/303(검암동,해피하임빌)

563-8005
(563-8005)

6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3호

승학로506번안길57,
103/202(검암동,해피하임빌)

567-7319
(574-0255)

7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5호

승학로506번안길57,
103/302(검암동,해피하임빌)

567-7447
(574-0255)

8

한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

경명대로698-4,
A/102(공촌동,대국빌라)

070-7517-1347
(070-8238-1348)

9

참빛장애인공동생활가정1호

여우재로86번길4,
1층(가좌동)

575-7156
(571-4226)

10

참빛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

여우재로86번길4,
2층(가좌동)

575-7156
(571-4226)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현황
연번
1

2

3

4

5

시설

소재지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드림로 284-8(백석동)

(재가복지센터)
서구장애인

드림로 284-8(백석동)

주간보호센터
태화장애인

심곡로 124번길 10(심곡동)

주간보호센터
느티나무

심곡로 100번길 8-11(심곡동)

주간보호센터
해피로드 주간보호센터

가정로125번길12 2층(가좌동)

전화번호
(FAX)
569-1240
(569-1243)
569-1244
(569-1243)
568-3247
(568-3271)
070-8633-8246
(070-7500-0601)
574-7041
(574-1845)

3)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현황
연번

1

시설

시설유형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구구립장애인

근로

마중1로 12

569-7452

직업재활시설

사업장

(오류동)

(569-7454)

서달로 123번안길 24

574-0457

(석남동)

(583-4361)

심곡로 124번길 10

568-3276

(심곡동)

(568-3267)

2

인정재활관

3

예진원

4

두드림보호작업장

5

지심퍼니처

6

그린페이퍼

보호

드림로 284-8

569-1267

작업장

(백석동)

(569-1268)

북항로120번길 13-6,
C-2동(원창동)

032-568-1254

서구 보듬로 158,
공존동 104~106호 (오류동)

032-551-1650

4)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현황
연번
1

2

3

4

5

시설

소재지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드림로 284-8(백석동)

(재가복지센터)
서구장애인

드림로 284-8(백석동)

주간보호센터
태화장애인

심곡로 124번길 10(심곡동)

주간보호센터
느티나무

심곡로 100번길 8-11(심곡동)

주간보호센터
해피로드 주간보호센터

가정로125번길12 2층(가좌동)

전화번호
(FAX)
569-1240
(569-1243)
569-1244
(569-1243)
568-3247
(568-3271)
070-8633-8246
(070-7500-0601)
574-7041
(574-1845)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현황
연번
1

시설

시설유형

인천광역시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생산품판매시설

판매시설

소재지
북항로 32번길 37(원창동)

전화번호
(FAX)
464-0183
468-0183

6) 장애인교육센터 시설 현황
연번

시설

소재지

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539

전화번호
(FAX)
583-7942
(583-7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