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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장 애 인 보 장 구

-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 체 장 애 : 상지근력검사

▶ 뇌병변 장애 : 상지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 심 장 장 애 : 운동부하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상지근력검사(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 호흡기 장애 : BODE Index,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상지근력검사(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  요양기관에서 해당 검사 실시 후 적합한 대상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며,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공단에 등록된 제품 및 업소에서 구입한 보장구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 전동휠체어 : 등급B(실내·외겸용) 또는 등급C(실외용)

▶ 전동스쿠터 : 등급C(실외용)

구입 당시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0% 금액을 지원

구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준금액 2,090,000 1,670,000

내구연한 6년 6년

  ※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는 보험급여 됨(기준액 160,000, 내구연한 1.5년)

보험급여 내용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안내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안내

뇌병변, 지체장애 1,2급으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로  

아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

보험급여 내용

보험급여 품목 및 기준액·내구연한

급여대상 보장구

지급기준

※  18세 미만인 경우 GMFCS 검사(혹은 도수근력검사)만으로 급여대상기준에  부합될 경우 영상의학검사는 불필요함

※ 18세 적용 기준은 검사일 현재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유형
세부인정기준

해당 검사 검사결과 대상자

뇌병변

장애

18세 미만
 - GMFCS 또는 영상의학검사

1. GMFCS : Ⅳ~Ⅴ 단계 이거나
2.  영상의학적 검사 중 하나 이상  

ⓛ Cobb’s 각20도 이상 
② 척추전후만 각50도 이상 
③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18세 이상
 -   도수근력검사와 영상의학검사 모두 수행

1. 도수근력검사 : 하지 0-2등급 이면서
2.  영상의학적 검사 중 하나 이상   

ⓛ Cobb’s 각20도 이상 
② 척추전후만 각50도 이상 
③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지체

장애

18세 미만
 -  도수근력검사 또는 영상의학검사

1. 도수근력검사 : 하지 0-2등급 이거나
2.  영상의학적 검사 중 하나 이상   

 ⓛ Cobb’s 각20도 이상 
② 척추전후만 각50도 이상 
③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18세 이상
-  도수근력검사와 영상의학검사 모두 수행

1. 도수근력검사 : 하지 0-2등급 이면서
2.  영상의학적 검사 중 하나 이상   

ⓛ Cobb’s 각20도 이상 
② 척추전후만 각50도 이상 
③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지급기준은 구성품별로 기준액이 별도 적용. 구입 당시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0% 금액을 지원

※ 공단에 등록된 제품 및 업소에서 구입한 보장구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 3년

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 3년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년

다리 및 발지지대 240,000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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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급여절차 자세보조용구 급여절차

※  자세보조용구 처방 및 검수 전문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전동보장구 처방 전문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6. 검수확인

7. 보장구 급여비청구

8. 보장구급여비지급

장애인

의사
(전문의)

장애인 또는
가족

장애인 또는
가족

공단

장애인

업체→의사

공단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검사기준 적합시 보장구처방전 (별지 제22호서식) 발행

보장구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공단에‘보장구 급여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출

보험급여대상 적합여부에 대해 급여결정 통보

급여결정 승인자의경우 보장구 처방에 따른 보장구 구입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판정*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등 제증빙자료 첨부 후 공단 지시에
‘보장구지급청구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공단부담금액에 대해 지급청구자에게 지급

1. 진 료 1. 진 료

2. 보장구처방전발급 2. 보장구처방전발급

3. 급여결정 신청 3. 급여결정 신청

4. 급여결정 통보 4. 급여결정 통보

5. 보장구 구입 5. 보장구 구입

6. 보장구지급청구

7. 보장구급여비지급

장애인

의사
(전문의)

장애인 또는
가족

장애인 또는
가족

공단

장애인

공단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검사기준 적합시 보장구처방전 (별지 제22호서식) 발행

보장구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공단에‘보장구 급여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출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등 제증빙자료 첨부 후 공단 지시에
‘보장구지급청구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보험급여대상 적합여부에 대해 급여결정 통보

급여결정 승인자의경우 보장구 처방에 따른 보장구 구입

공단부담금액에 대해 지급청구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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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구입시 주의 사항 전동보장구 사용시 주의 사항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등록된 제품만 보험급여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터 판매중지 또는 회수처분된  
제품인지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구입하는 제품의 배터리 사양 및 모델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책자 기재내용 참고)

제품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자동차전용도로 및 차도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도에서 사용하십시오)

보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터널, 건널목, 승강기, 리프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동 및 운전을 충분히 연습하여 숙련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 점검을 하여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임의로 차체를 변경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오작동 및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즉시 전원을 꺼 주십시오.

구동부나 조절기가 눈 또는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요철 및 경사로를 지날 때에는 최저속도로 주행하고,  
주행 중 인체가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운행 중에는 핸드폰 등 전자파가 발생되는 기구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전동보장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대문에 전동보장구 진입 시 방해가 되는 
방지턱의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파트 거주하시는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보장구가 승강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하철을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구입하신 전동보장구 A/S 가능한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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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관련 (질의응답)

영상의학검사 비용, 하지도수근력 검사 및 GMFCS 비용(신경학적 검사 준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발급 및 검수확인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머리 및  
목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지지대) 중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성품은 제외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검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급적 처방한 병원의 선생님께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제작이 잘 되었는지, 교정이 필요한 지 확인이 용이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의사(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검수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13.10.1)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보험급여>장애인  
보장구 관련 서식에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는 공단 제출 및 제작 등에 필요한 해당 검사결과지 사본을 병행 발급
하여 주셔야 하며, 검사결과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 진료 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은 제작(판매)업체 대표의 확인 후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최종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검수확인서 발급 전,  
업체 대표의 확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수확인서 서식 뒷면의  
참고표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하며, 검사비용은 청구할수 있나요?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다른 구성품을 모두 처방해야 하나요?

18세 미만일 때 검사를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며칠 뒤에 18세 이상이 
되어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검사를 추가해야 하나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최종검수확인 의사가 같아야 하나요?

시행일(13.10.1) 이전에 받은 검사결과를 근거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가요?

자세보조용구 관련 서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처방전 발행시 요양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할 서류가 있나요? 

하지도수근력 검사결과 좌, 우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 Q

Q Q

Q
Q

Q

Q Q

A A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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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내 구성내용

전동보장구 자세보조용구

▶ 업체명 / 제조국 : 제조 또는 수입 업체명/제조 국가

▶ 유형분류 : 유형에 따라 몰딩형과 모듈러형으로 분류

▶ 구성품 :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최대 4개) 종류

▶ A/S : 사후 서비스 기간

※ 이 책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동보장구·자세보조용구의 제품별 이미지 및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특정제품의 홍보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유형분류

- 구성품

- A/S

구성품명

제품모델명

◈ 업체명/제조국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미음드레/한국

POS13

D18119022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662,000원

D18129022002 머리 및 목지지대 158,000원

D18139022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8,000원

D18149022004 다리 및 발지지대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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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유형 및 구성품별 설명

몰 딩 형 :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개별 맞춤형으로 착석면과 등받이면을 성형한 것

모듈러형 :  기성품으로 제작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패드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지지. 성장이나 신체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개조가 가능

구분 용 도

몸통 및 골반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머리 및 목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전동보장구 기능분류 세부설명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형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변속장치와 제동장치가 있는

일반적 기능의 전동 휠체어

수전동형-허브모터식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동력보조를 선택하여 수동 및 전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형태

리클라이닝형-전동식 좌석 등받침의 각도변화가 전동으로 가능한 형태

리클라이닝형-수동식 좌석 등받침의 각도변화가 수동으로 가능한 형태

리클라이닝형-리프트복합식 좌석 등받침의 각도변화가 가능하고 좌석 전체가 상하로 이동 가능한 형태

리클라이닝형-틸트복합식
좌석의 등받침의 각도변화가 가능하고 좌석시스템 전체가 한번에 뒤로 

기울어짐이 가능한 형태

리프트형-전동식 좌석의 전체가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전동으로 가능한 형태

리프트형-수동식 좌석 전체가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수동으로 가능한 형태

틸트형-전동식
좌석의 모든 각도가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조절되거나 좌석 시스템 

전체가 한번에 뒤로 기울어지는 기능이 전동으로 가능한 형태

틸트형-수동식
좌석의 모든 각도가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조절되거나 좌석 시스템 

전체가 한번에 뒤로 기울어지는 기능이 수동으로 가능한 형태

틸트형-리프트복합식
좌석 시스템 전체가 한번에 뒤로 기울어지는 기능과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형태

스탠드형-전동식
몸통과 무릎을 벨트 등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의자를 세움으로 

기립자세를 유지할 수있게 해주는 기능이 전동으로 가능한 형태

스탠드형-수동식
몸통과 무릎을 벨트 등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의자를 세움으로 

기립자세를 유지할 수있게 해주는 기능이 수동으로 가능한 형태

기능복합형 특수기능(리클라이닝, 리프트, 틸트, 스탠드업)이 3가지 이상인 형태

3륜 바퀴가 3개로 구성된 형태

4륜 바퀴가 4개로 구성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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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급여제품 목록 (업체별)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페이지

1 D23229010001 GK11 2,682,000 ㈜거봉 24

2 D23229010002 GK11-ECO 2,060,000 ㈜거봉 24

3 D23229001503 MARATHON 3,046,000 ㈜대세엠케어 25

4 D23229031001 DANIGO DS4001 2,060,000 ㈜대창모터스 25

5 D23119011501 JW-Active 4,881,000 ㈜동방 26

6 D23019021503 HS-7200 1,970,000 ㈜디에스엠 26

7 D23239002503 HS-7200(옵션2) 2,625,000 ㈜디에스엠 27

8 D23419002502 HS-7200(옵션1) 2,233,000 ㈜디에스엠 27

9 D23019012501 HP7 4,410,000 ㈜에스에스케어 28

10 D23419012502 HP7-RTL 6,247,000 ㈜에스에스케어 28

11 D23019012505 P12SXL 2,356,000 ㈜에스에스케어 29

12 D23229012506 P28K 3,120,000 ㈜에스에스케어 29

13 D23229012508 P30 2,150,000 ㈜에스에스케어 30

14 D23229003001 에이블파워 2,911,000 에이블이엔지 30

15 D23019006501 B400 KV Power Wheelchair 2,300,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31

16 D23019006502 B500 5,251,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31

17 D23019006503 B600 7,493,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32

18 D23019006528 Skippi 4,476,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32

19 D23229020503 Mambo318 1,250,000 ㈜오픈케어 33

20 D23019020504 Mambo116A 1,415,000 ㈜오픈케어 33

21 D23019004502 MASILI-800 1,821,000 제이엔비모터스(주) 34

22 D23019005501 TE-PHFW-1018 1,205,000 ㈜제인실업 34

23 D23229009001 BUDDYⅡ 2,090,000 케어라인 35

24 D23229009005 나래100 2,060,000 케어라인 35

25 D23229009007 나래200 2,090,000 ㈜케어라인 36

26 D23019014501 3GTQSP-3GTQSPR2 4,593,000 ㈜통일의료기 36

27 D23019016501 Chassi C350-vr2 adv 5,624,000 ㈜휠로피아(디에스이) 37

28 D23019016502 KP-45.5 3,981,000 ㈜휠로피아(디에스이) 37

29 D23519016504 KP-80 4,782,000 ㈜휠로피아(디에스이) 38

30 D23019016505 KP-31 2,060,000 ㈜휠로피아(디에스이) 38

31 D23919016508 M400S Corpus 3G 13,988,030 ㈜휠로피아(디에스이) 39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페이지

1 D16099001507 HS-589 1,792,000 ㈜대세엠케어 42

2 D16099001508 HS-740 2,306,000 ㈜대세엠케어 42

3 D16099001509 HS-890 2,700,000 ㈜대세엠케어 43

4 D16099001511 HS-588K 1,523,000 ㈜대세엠케어 43

5 D16099031502 SM4105 1,447,000 ㈜대창모터스 44

6 D16099019501 S148 1,960,000 ㈜디에스아이 44

7 D16099021502 DS-588 1,586,000 ㈜디에스엠 45

8 D16099036501 WISKING4029 1,660,000 ㈜모닝메디케어 45

9 D16099012504 PF6 1,685,000 ㈜에스에스케어 46

10 D16099012507 PF2K 1,906,000 ㈜에스에스케어 46

11 D16099034001 멜로디 1,701,000 ㈜엠피에스코리아 47

12 D16099020501 LY-EW402W 1,720,000 ㈜오픈케어 47

13 D16099020502 M4BK 1,708,000 ㈜오픈케어 48

14 D16099004501 MASILI-200 1,660,000 제이엔비모터스㈜ 48

15 D16099004503 MASILI-500 1,695,000 제이엔비모터스㈜ 49

16 D16099005502 TE-888NR 1,488,000 제인실업 49

17 D16099005504 TE-889NRB 1,734,000 제인실업 50

18 D16099009002 나드리4W 1,609,000 ㈜케어라인 50

19 D16099009003 나드리200 1,857,000 ㈜케어라인 51

20 D16099009004 나드리500 2,300,000 ㈜케어라인 51

21 D16099009006 나드리100 1,668,000 ㈜케어라인 52

22 D16099009008 나드리210 1,950,000 ㈜케어라인 52

23 D16099017501 Conee S101 1,697,000 ㈜코니모빌리티 53

24 D16099002504 FR510Dxs2b 2,356,000 ㈜코지라이프 53

25 D16099032501 QS1043 2,006,000 ㈜클리어뷰헬스케어 54

26 D16099032502 QS1344 2,513,000 ㈜클리어뷰헬스케어 54

27 D16099035501 POLY-U 1,720,000 ㈜폴리텍 55

28 D16099018501 LY-EW402-G 1,720,000 ㈜한일의수족 55

29 D16099016503 SC3450 2,779,000 ㈜휠로피아(디에스이) 56

30 D16099016506 SC4401 1,786,000 ㈜휠로피아(디에스이) 56

31 D16099016507 SC4401SP 2,300,000 ㈜휠로피아(디에스이) 57

전동스쿠터 급여제품 목록 (업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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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목록 (업체별)

연번 제품명 구성품코드 구성품 가격(원) 업체명 페이지

1 POS13

D18119022001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662,000

미음드레 60
D18129022002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158,000

D18139022003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8,000

D18149022004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180,000

2 본아띠 PS-1

D1821902600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23,000

㈜바쿠폼코리아 60
D18229026002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63,000

D18239026003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38,000

D18249026004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00,000

3 본아띠 PS-2

D1821902600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23,000

㈜바쿠폼코리아 61
D18229026006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20,000

D18239026007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80,000

D18249026008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07,000

4
삼마 몰딩 

이너

D18119033001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901,000

삼마메디칼 61
D18129033002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193,000

D18139033003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56,000

D18149033004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221,000

5
삼마 

모듈러형 
이너

D1821903300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46,000

삼마메디칼 62
D18229033006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78,000

D18239033007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44,000

D18249033008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03,000

6 MPS-01

D1821902300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42,000

삼인정밀 62
D18229023002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72,000

D18239023003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99,000

D18249023004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146,000

연번 제품명 구성품코드 구성품 가격(원) 업체명 페이지

7
NUTEC 
advance

D18219006504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462,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63
D18229006505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246,000

D18239006506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304,000

D18249006507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63,000

8
NUTEC
basic

D18219006524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200,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63
D18229006525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08,000

D18239006526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9,000

D18249006527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63,000

9 보노

D1821902900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56,000

㈜위드알앤에이 64
D18229029002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204,000

D18239029003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252,000

D18249029004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88,000

10 커들리

D18119029005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10,000

㈜위드알앤에이 64
D18129029006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137,000

D18139029007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69,000

D18149029008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195,000

11 에드쥬

D18219029009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33,000

㈜위드알앤에이 65
D18229029010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40,000

D18239029011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4,000

D18249029012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198,000

12
체형복제 
몰딩 이너

D18119028001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590,000

㈜유진헬스케어 65
D18129028002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232,000

D18139028003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93,000

D18149028004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3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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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작업 

몰딩 이너

D18119028005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966,000

㈜유진헬스케어 66
D18129028006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184,000

D18139028007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54,000

D18149028008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286,000

14
EZ Positioning 

Chair-M

D1821902700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699,000

㈜이지무브 66
D18229027002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208,000

D18239027003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59,000

D18249027004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03,000

15
EZ Positioning 
Chair-TRR

D1821902700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893,000

㈜이지무브 67
D18229027006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76,000

D18239027007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209,000

D18249027008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174,000

16
EZ Positioning 
Chair - MD

D18119027009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61,000

㈜이지무브 67
D18129027010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186,000

D18139027011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44,000

D18149027012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203,000

17

RT몰딩이너
엠체어

D18119025001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656,000

㈜포트 68

D18129025002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

D18139025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

D18149025004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

18

RT2 모듈러 
이너

D18219025006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29,000

㈜포트 68

D18229025007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

D18239025008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

D18249025009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

19

RT2 모듈러 
이너(스윙)

D18219025010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834,000

㈜포트 69

D18229025011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

D18239025012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

D18249025013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

20

RT3 모듈러 
이너

D18219025014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820,000

㈜포트 69

D18229025015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

D18239025016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

D18249025017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

21 제이 슈어피트

D1821903050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466,000

㈜휠스코리아 70

D18229030502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317,000

22
RT2 모듈러 

이너

D18219030503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37,000

㈜휠스코리아 70

D18229030504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330,000

23
RT2 모듈러  
이너(스윙)

D18219024001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549,000

휴먼디자인 71

D18229024002
휴먼체어1,2 공용 머리 및 목지

지대
137,000

D18239024003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05,000

D18249024004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149,000

24
RT3 모듈러 

이너

D1821902400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579,000

휴먼디자인 71

D18229024008
휴먼체어1,2 공용 머리 및 목지

지대
137,000

D18239024006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38,000

D18249024007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175,000

연번 제품명 구성품코드 구성품 가격(원) 업체명 페이지 연번 제품명 구성품코드 구성품 가격(원) 업체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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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제조(수입)업소명 (가나다 순)

연번 업 체 명 주    소 전화/팩스/홈페이지

품 목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1 ㈜거봉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3-1
041-544-0267,0 41-542-2379

www.gk11.co.kr
2

2 ㈜대세엠케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14 (호산동)
053-584-5651, 053-585-5651

www.daese.com
1 4

3 ㈜대창모터스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809
043-842-6336, 043-842-6337

www.dacmotors.co.kr
1 1

4 ㈜동방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2차 901호

02-869-8582, 02-869-8584
www.dbmedical.co.kr

1

5 (주)디에스아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8길56 053-584-5561, 070-7763-5583 1

6 (주)디에스엠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29 지하 1층 02-3431-5511, 02-3431-2581 3 1

7 ㈜모닝메디케어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68-10 053-525-5520 1

8 ㈜에스에스케어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46-9
02-3401-2200, 02-3401-2321

www.heartway.co.kr
5 2

9 에이블이엔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85-11 3층 02-2068-8821, 02-2068-3315 1

10
㈜엠피에스 코

리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401번길 14(양지면)

031-286-3990, 031-337-3025
www.e-mps.co.kr

1

11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74 아가월드빌딩 4층

02-577-3831, 02-577-3823
www.ottobockkorea.com

4

12 (주)오픈케어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33-33, 804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차)

070-8894-9115, 02-838-5876 2 2

13 제이엔비모터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4-32
1644-8798, 041-742-8894

www.jnbmotors.co.kr
1 2

14 제인실업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94-6번지
062-265-2506, 062-265-2509

www.janemedical.com
1 2

15 ㈜케어라인 충북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285-1
043-543-5721 (080-598-3091)

043-543-5720
www.care-line.co.kr

3 5

16 ㈜코니모빌리티 충청북도 충주시 창현로 1238번지 (용관동)
043-857-4636, 043-857-4637

www.coneemobility.com
1

17 ㈜코지라이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1 금강하이테크2 
201호

1544-8972, 031-737-4021
www.cozylife.co.kr

1

18
㈜클리어뷰 

헬스케어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19번길9, 가동 102호
(대야동, 청양빌라)

031-312-3791, 031-312-3287 2

19 ㈜통일의료기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81-1 1층

02-741-1461
(고객센터:02-766-3006)

031-741-1455
www.tongilmedical.co.kr

1

20 ㈜폴리텍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서평길 54-1 (오송읍) 043-238-5300, 043-238-5299 1

21 (주)한일의수족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12-5
062-224-1504, 062-228-0345

www.hanilbojogi.co.kr
1

22 휠로피아(디에스이)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13  벽산디지털 밸리3차 105호 02-2025-1152, 02-2025-1154 5 3

연번 업 체 명 주    소 전화/팩스/홈페이지

품목 유형

몰딩형 모듈 
러형

1 미음드레 경남 남해군 고현면(고현면) 오곡리 196-5 055-863-3440, 055-863-3441 1

2 (주)바쿠폼코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2 (신당동, 태화빌딩)

02-786-3564 
(고객센터:1688-2273)

02-2233-7369
www.iandu.kr

2

3 삼마메디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와부읍) 월문리 1287-6
031-576-0373, 031-576-0374

www.sammacare.co.kr
1 1

4 삼인정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공단2길 41 (정관면) 051-727-3602, 051-727-3603 1

5
(주)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74 아가월드빌딩 4층

02-577-3831, 02-577-3823
www.ottobockkorea.com

2

6 (주)위드알앤에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직산읍) 삼은리43-5  
충남테크노 파크 영상미디어관 108호

041-561-9877, 041-583-3054
www.withrna.co.kr

1 2

7 (주)유진헬스케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89,503 (성수동2가,한진빌딩) 
02-2236-6966, 02-466-6966

www.eugenehc.com
2

8 (주)이지무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안양5동) 621-4
031-689-3100, 031-689-3101

www.easymove.co.kr
1 2

9 (주)포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213길 16 
(가창면, (주)포트)

053-768-8397, 053-768-8398 1 3

10 (주)휠스코리아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제비1103호)

031-746-0581, 031-746-0586
www.wheelskorea.com

2

11 휴먼디자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 202호 (상대원동,  
금강하이테크2 아파트형공장)

031-734-9957, 0505-300-9957
www.humandn.com

2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업소명 (가나다 순) 

※  전동보장구 및 자세보조용구의 A/S와 관련해서는 제조(수입)업소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보장구 업소는 그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  자세보조용구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의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 2년 이상의 유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내구연한인 최소 3년까지는  

등록제품의 부속품을 보존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급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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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104kg

635*1140*1100mm

25km 이상

60Ah(P&G)

400W/3700RPM

12V*2/55Ah(PNC12550)

10/16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거봉/대한민국

D23229010002 GK11-ECO 2,06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87kg

592*1142*970mm

25km 이상

60Ah(P&G)

400W/3700RPM

12V*2/50Ah(PNC12500)

10/14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거봉/대한민국

D23229031001 DANIGO 
DS4001

2,060,000원3,046,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86kg

640*1070*1100mm

25km 이상

60Ah(P&G)

350W/4800RPM

12V*2/50Ah(WP50-12NE)

9/14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대창모터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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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엠/대만

D23019021503

(주)디에스엠/대만

D23419021504D23239021505

(주)디에스엠/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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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모델명) 12V*2/75Ah(CB12750) - 배터리(모델명) 12V*2/75Ah(CB12750)

D23229012506 P28K 3,12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135kg

660*1100*970mm

25km 이상

90Ah(P&G)

450W/5000RPM

12V*2/75Ah(CB12750)

10/16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에스에스케어/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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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229012508 P30 2,15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99kg

675*1050*1005mm

25km 이상

70Ah(VR2)

600W/5400RPM

12V/55Ah(CB12550)

9.5/16 inch

유

B400 KV Power 
Wheelchair

2,300,000원

일반형

100kg

580*1060*1135mm

45km

70Ah(P&G)

200W/117min-1

12V/50Ah(New max)

9/14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에스에스케어/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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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229020503 Mambo318 1,25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93kg

590*1010*1010mm

25km 이상

70Ah(VR2)

1800W/3200RPM

12V/50Ah(WP50-12NE)

9/10 inch

유

일반형

75kg

660*1100*990mm

25km

70Ah(VSI)

320W/4600RPM

12V/50Ah(WP50-12NE)

9/12.5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오픈케어/대만 ㈜오픈케어/대만

D23019006528 Skippi 4,476,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일반형

62kg

570*850*1030mm

25km

75Ah(curtis)

200W/No Road Speed 150

12V/31Ah(MK)

8/12.5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독일

D23019020504 Mambo116A 1,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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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019004502 MASILI-800 1,821,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일반형

110kg

640*1120*1160mm

25km 이상

curtis

450W/5100RPM

12V*2/55Ah(CB55-12)

14/14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제이엔비모터스(주)/중국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88kg

634*1110*1130mm

25km

60Ah

350W

12V*2/50Ah(WP50-12N)

9/14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케어라인/한국

D23229009005 나래100 2,0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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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229009007 나래200 2,09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리클라이닝형-수동식

104kg

634*1125*1190mm

25km

70Ah

450W

12V*2/62Ah(22NF305CN)

9/14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케어라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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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0원 D16093001511 HS-588K 1,523,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90kg

620*1295*1200mm

35km

90Ah(DS90)

500W/3900RPM

12V/50Ah(WP50-12NE)

11/11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대세엠케어/대만



45장 애 인 보 장 구

전
동
스
쿠
터

44 장 애 인 보 장 구

D16099031502 D16099036501SM4105 WISKING40291,447,000원 1,66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96kg

645*1285*1240mm

35km 이상

90Ah(P&G)

630W/4350RPM

12V*2/50Ah(WP50-12NE)

12/12 inch

유

4륜

122.1kg

700*1370*1400mm

35km

120Ah(S-drive)

800W/5000RPM

12V/55Ah(6-GFM-55)

13/13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대창모터스/대만 ㈜모닝메디케어/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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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099012507 D16099034001PF2K 멜로디1,906,000원 1,701,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90kg

610*1350*1100mm

35km 이상

120Ah(P&G)

550W/5600RPM

12V*2/50Ah(CB12500)

12/12 inch

유

4륜

114kg

630*1380*1300mm

36km

120Ah(S-drive)

800W/5000RPM

12V/55Ah(CB12550)

13/13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에스에스케어/대만 ㈜엠피에스코리아/한국

- 배터리(모델명) 12V*2/50Ah(CB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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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100kg

610*1310*1225mm

35km

70Ah(STAR70-Z)

470W/5300RPM

12V/50Ah(WP50-12NE)

12/12 inch

유

㈜오픈케어/대만

D16099004503 MASILI-500 1,695,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143kg

550*1250*1270mm

35km 이상

70Ah (curtis)

650W

12V*2/55Ah(CB55-12)

12/12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제이엔비모터스(주)/중국

D16099020502 M4BK 1,7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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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099005504 TE-889NRB 1,734,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96kg

600*1330*1180mm

35km 이상

110Ah (AC2)

780W/5400RPM

12V*2/50Ah(PMMC12500)

13/13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제인실업/대만

D16099009003 나드리200 1,857,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97kg

610*1250*1180mm

35km

120Ah

500W

12V*2/50Ah(WP50-12N)

10/10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케어라인/한국

D16099009004 나드리500 2,30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135kg

686*1400*1300mm

35km

140Ah

700W

12V*2/62Ah(22NF305CN)

13/13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케어라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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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099009006 나드리100 1,668,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92kg

610*1275*1180mm

35km

90Ah

450W

12V*2/40Ah(WP40-12N)

10/10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케어라인/한국

D16099009008 나드리210 1,95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105kg

653*1330*1220mm

35km

120Ah

600W

12V*2/50Ah(WP50-12N)

11.5/11.5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케어라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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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099032501 QS1043 2,006,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105kg

630*1230*1380mm

38km

120Ah

800W/4700RPM

12V*2/50Ah(UB12500)

10/10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클리어뷰헬스케어/중국

D16099032502 D16099035501QS1344 POLY-U2,513,000원 1,720,000원

- 기능분류

- 총중량(배터리포함)

- 규격(W*L*H)

- 주행거리

- 컨트롤러(제조사명)

- 모터(watt, RPM)

- 배터리(모델명)

- 바퀴크기(앞/뒤)

- 라이트 유·무

4륜

138kg

670*1390*1390mm

50km

140Ah

800W/4700RPM

12V*2/75Ah(UB12750)

13/13 Inch

유

4륜

107kg

660*1350*1250mm

40km

70Ah(STAR70-Z)

470W/4500RPM

12V/50Ah(TEV12500)

13/13 inch

유

◈ 업체명/제조국 (주)클리어뷰헬스케어/중국 ㈜폴리텍/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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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119022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662,000원

D18129022002 머리 및 목지지대 158,000원

D18139022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8,000원

D18149022004 다리 및 발지지대 180,000원

POS13

- 유형분류

- 구성

- A/S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미음드레/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휠체어 및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 휠체어 및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D18219026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23,000원

D18229026002 머리 및 목지지대 163,000원

D18239026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38,000원

D18249026004 다리 및 발지지대 200,000원

본아띠 PS-1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바쿠폼코리아/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219026005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23,000원

D18229026006 머리 및 목지지대 120,000원

D18239026007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80,000원

D18249026008 다리 및 발지지대 207,000원

본아띠 PS-2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바쿠폼코리아/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119033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901,000원

D18129033002 머리 및 목지지대 193,000원

D18139033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56,000원

D18149033004 다리 및 발지지대 221,000원

삼마 몰딩 이너

- 유형분류

- 구성

- A/S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삼마메디칼/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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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및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D18219033005 몸통 및 골반지지대 746,000원

D18229033006 머리 및 목지지대 178,000원

D18239033007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44,000원

D18249033008 다리 및 발지지대 203,000원

삼마 모듈러형 이너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삼마메디칼/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219023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742,000원

D18229023002 머리 및 목지지대 172,000원

D18239023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99,000원

D18249023004 다리 및 발지지대 146,000원

MPS-01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삼인정밀/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219006504 몸통 및 골반지지대 1,462,000원

D18229006505 머리 및 목지지대 246,000원

D18239006506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304,000원

D18249006507 다리 및 발지지대 263,000원

NUTEC advance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독일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휠체어 및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219006524 몸통 및 골반지지대 1,200,000원

D18229006525 머리 및 목지지대 108,000원

D18239006526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9,000원

D18249006527 다리 및 발지지대 263,000원

NUTEC basic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독일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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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219029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56,000원

D18229029002 머리 및 목지지대 204,000원

D18239029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252,000원

D18249029004 다리 및 발지지대 288,000원

D18119029005 몸통 및 골반지지대 710,000원

D18129029006 머리 및 목지지대 137,000원

D18139029007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69,000원

D18149029008 다리 및 발지지대 195,000원

보노 커들리

- 유형분류

- 구성

- A/S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 업체명/제조국㈜위드알앤에이/한국 ㈜위드알앤에이/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휠체어 및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머리 및 목지지대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219029009 몸통 및 골반지지대 733,000원

D18229029010 머리 및 목지지대 140,000원

D18239029011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4,000원

D18249029012 다리 및 발지지대 198,000원

에드쥬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위드알앤에이/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휠체어 및 이동식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119028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1,590,000원

D18129028002 머리 및 목지지대 232,000원

D18139028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93,000원

D18149028004 다리 및 발지지대 359,000원

체형복제 몰딩 이너

- 유형분류

- 구성

- A/S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유진헬스케어/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3종류의 머리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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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및 이동식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D18119028005 몸통 및 골반지지대 966,000원

D18129028006 머리 및 목지지대 184,000원

D18139028007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54,000원

D18149028008 다리 및 발지지대 286,000원

수작업 몰딩 이너

- 유형분류

- 구성

- A/S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유진헬스케어/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3종류의 머리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D18219027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699,000원

D18229027002 머리 및 목지지대 208,000원

D18239027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59,000원

D18249027004 다리 및 발지지대 203,000원

EZ Positioning Chair-M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이지무브/한국

체간 및 골반 조절

친환경 목재 랩보드

헤드레스트 조절장치

발판 조절 장치

D18219027005 몸통 및 골반지지대 893,000원

D18229027006 머리 및 목지지대 176,000원

D18239027007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209,000원

D18249027008 다리 및 발지지대 174,000원

EZ Positioning Chair-TRR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이지무브/한국

체간지지 벨트

친환경 목재 랩보드

헤드레스트 조절방식

발판 높낮이 조절

※휠체어 및 이동식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D18119027009 몸통 및 골반지지대 761,000원

D18129027010 머리 및 목지지대 186,000원

D18139027011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44,000원

D18149027012 다리 및 발지지대 203,000원

EZ Positioning Chair-MD

- 유형분류

- 구성

- A/S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이지무브/한국

내전방지봉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헤드레스트

다리 및 발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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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119025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656,000원

D18129025002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원

D18139025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원

D18149025004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원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원

D18219025006 몸통 및 골반지지대 729,000원

D18229025007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원

D18239025008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원

D18249025009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원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원

RT몰딩이너 엠체어 RT2 모듈러이너

- 유형분류

- 구성

- A/S

- 유형분류

- 구성

- A/S

몰딩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 업체명/제조국㈜포트/한국 ㈜포트/한국

다양한 색상(선택 가능) 뒷면(기능적인 구조)

높이 및 각도 조절 랩트레이 높이 및 각도 조절 랩트레이

※휠체어 및 이동식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3점압 원리/측만 교정 다기능 머리받침대

다기능 발받침대(박스형) 다기능 발받침대(박스형)

D18219025010 몸통 및 골반지지대 834,000원

D18229025011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원

D18239025012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원

D18249025013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원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원

D18219025014 몸통 및 골반지지대 820,000원

D18229025015 머리 및 목지지대 173,000원

D18239025016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3,000원

D18249025017 다리 및 발지지대 216,000원

D18149025005 (선택형)다리 및 발지지대 98,000원

RT2 모듈러이너(스윙) RT3 모듈러이너

- 유형분류

- 구성

- A/S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 업체명/제조국㈜포트/한국 ㈜포트/한국

뒷면(기능적인 구조) 자세 조절용 인서트 폼

Open(개폐)형 가슴지지대 Open형 내전방지/가슴지지대

※휠체어 및 이동식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다기능 머리받침대 등받이/시트 커버분리 가능

Open(개폐)형 내전방지대 Easy 착탈형 휠체어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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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2190305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1,466,000원

D18229030502 머리 및 목지지대 317,000원

D18219030503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37,000원

D18229030504 머리 및 목지지대 330,000원

제이 슈어 피트 제이쓰리 백 세트

- 유형분류

- 구성

- A/S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2개 (몸통, 머리)

1년 무상 서비스

모듈러형

2개 (몸통, 머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 업체명/제조국㈜휠스코리아/미국 ㈜휠스코리아/미국

좌판 좌판

체간지지 벨트 체간지지 벨트

※휠체어 및 이동식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등판 등판

머리 및 목지지대 머리 및 목지지대

D18219024001 몸통 및 골반지지대 549,000원

D18229024002 머리 및 목지지대 137,000원

D18239024003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05,000원

D18249024004 다리 및 발지지대 149,000원

D18219024005 몸통 및 골반지지대 579,000원

D18229024008 머리 및 목지지대 137,000원

D18239024006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38,000원

D18249024007 다리 및 발지지대 175,000원

휴먼체어1 휴먼체어2

- 유형분류

- 구성

- A/S

- 유형분류

- 구성

- A/S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모듈러형

4개 (몸통, 머리, 팔, 다리)

1년 무상 서비스

◈ 업체명/제조국 ◈ 업체명/제조국휴먼디자인/한국 휴먼디자인/한국

몸통 및 골반지지대 몸통 및 골반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휠체어 및 이동식 목재프레임은 자세보조용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구입)

머리 및 목지지대 머리 및 목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다리 및 발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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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9.30.>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급여를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② 보장구

명칭 코드

③ 구입일

④ 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일 제품일련번호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⑥기준액
⑦ 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⑧실구입금액
(⑨+⑩)

⑨ 본인부담액
⑩ 공단 부담금액

(청구금액)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⑯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

[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年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⑰ 급여를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

한 세금계산서 1부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에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

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유의사항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①: 보장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제품별 고시목록의 제품코

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 항목을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유형 및 실제 구입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중 최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자세보조용구는 처방받아 

구입한 구분 항목별로 실제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⑥, ⑦, ⑧중 최저금액의 80%로 기록하며, 경감 대상자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80%인 1,6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80%인 1,336,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20%인 334,000원과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664,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의 최저금액인 5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500,000원의 20%인 10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액인 15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청구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100%,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최저금액의 85%를 적습니다.

⑪: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⑫ ∼ ⑮: ⑪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⑯: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⑰: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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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9.30.>

보장구 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①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상태

장애등급

    급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

상태

장애등급

    급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처방 

보장구

품목

코드자세
보조
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 다리 및 발 지지대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검사 

결과

전동휠

체어 

또는 

전동스

쿠터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MMSE)

(        )점

일상생활 동작검사
(바델지수, MBI 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18세 

미만

자세

보조

용구

하지도수

근력검사
좌 (   )등급 ,  우 (   )등급

GMFCS

영상의학

검사

Cobb's              (      도 ) 

척추 전만           (      도 )

척추 후만           (      도 )

Hip migration index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ㆍ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

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십시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보험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

(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수진자: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장구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등급을 적으며, 장애상태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

(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명칭을 품목란에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장구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적습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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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9.30.>

보장구 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상태

장애등급

    급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

상태

장애등급

    급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보장구

품목 코드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업치료사

[  ]자세보조용구 제작업소 대표자 업소관리번호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

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

수리한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

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작성방법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하퇴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대퇴내전방지패드의 크기와 기능)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상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견갑부 및 상지: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탈구 상지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측만변형과 전후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ㆍ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틸트, 좌우회전, 골반 변위, 대퇴 내외전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굴곡-신전, 좌우측 굴곡,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5. 상지, 하지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하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6. 대퇴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대퇴의 과내전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대퇴의 과외전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7.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첨족 변형 및 내외반 변형은 어떠한지

 라. 하지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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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9.30.>

보장구급여 신청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품목 신청에 한정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급여를

받을 사람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신청

보장구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보장구급여 지급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결정사항  1. 급여대상에 해당함        2.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210㎜×297㎜[백상지 80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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