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및등록대상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외부신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시각장애

안면변형장애

신체적장애

세분류

정신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유형 판정시기
장애유형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장애 · 안면장애

장애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

뇌병변 장애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
람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유형

호흡기 · 간장애

장애판정시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장루 · 요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

간질

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지체장애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
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

언어장애

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
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정신장애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
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신장장애

의료기관의 의사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
문의

심장장애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유형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 요루장애
간질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
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Copyrights (c) 영암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