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eam:

보건복지부 보조기구 센터는 장애인보조기구 

상담·평가·지원·관리 등을 해드림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힘이 되겠

습니다.

사업명(소관부처)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면서 장애인

시각, 청각장애는

등급무관,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품목별 등급 확인 필)

▶ 18종

• 지체,뇌병변,심장-욕창 예방용 방석,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지체,뇌병변-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의사의 진단 필요), 목욕의자

• 시각-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 확대기), 문

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청각-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의료급여 : 보건

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 등)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 78개 품목

•의지 보조기- 팔/다리/골반 등

•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전동스쿠터용 전지

•지팡이, 목발, 정형외과용 구두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  

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건강보험급여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과)

차상위 

또는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기타재가급여:

요양보험제도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

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

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

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등

▶ 77종(시각 43종, 지체/뇌병변 8종, 청각/언어 26종)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데이지 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 소프

트웨어, 점자 라벨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무선신

호기, 음성증폭기 등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

한국정보화진흥원

02-1588-2670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고용노동부산재)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 192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품목(상단의 표 내용  

참고)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품목

• 산재보험 급여품목 : 의지/보조기/욕창예방용구/소변집뇨

기/이동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활동형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 등

•전액지원

1588-0075

<상담 및 서류> 근로

복지공단

<지급> 직영병원 또는 

재활공학연구소(불가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거

주지 관내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보훈처

보훈의료과)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 269종

•상지의지-어깨관절, 팔, 손의지 등

•하지의지-엉덩이관절, 넓적다리, 무릎관절의지 등

•기타-전자의수, 목발,인공후드, 독서확대기, 등

•전액지원

1577-0606

<상담> 보훈상담센터

<처방전>중앙(지방)보훈병원

<제작및수납>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접수>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훈련생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 161종

• 사업주(단체의 장)가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고용해제 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

• 품목 : ①정보접근-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등 ②작업기구-테

이블,특수작업의자 등 ③의사소통-신호장치, 골도 전화기 등 

④사무보조-음성메모기,수화기홀더 등

•상용보조공학기기 시험사용지원 및 무상임대·지원

•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무상임대는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지원은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품목은	사업별로	신청대상,	품목,	신청·접수하는	기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기관별,	사업별

로	지급되는	품목과	관련	세부	지침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신청기관에	확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별 보조기구 사업 및 문의처 교부대상에 따른 교부품목 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자	대상

장애유형 보조기구 품목코드 대상 지원기준
내구

연한
기  능 품목예시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1~2급)

2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스스로 자세를 바꾸

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350천원/인 2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스스로 자세를 바꾸

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350천원/인 2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지체, 

뇌병변

장애

(1~2급)

6품목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

기구

15 09 03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50천원/인 1년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

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식사도구 

(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50천원/인 1년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

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

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50천원/인 1년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 

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접시 및 그릇 15 09 18 50천원/인 1년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 보호대 15 09 21 50천원/인 1년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기립훈련기 04 48 08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1,500천원/인 3년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지체, 

뇌병변

장애

(1~4급)

2품목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

기구

12 06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분
200천원/인 5년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목욕의자 09 33 03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600천원/인 3년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 

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시각장애

(등급 

무관)

5품목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12 39 09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20천원/인 2년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인 2년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문자판독기

(광학문자 

판독기)

22 30 21 800천원/인 2년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녹음 및 재생

장치
22 18 03 500천원/인 3년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800천원/인 2년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구

청각장애

(등급 

무관)

3품목

진동시계 22 27 12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30천원/인 2년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헤드폰 

(청취증폭기)
22 06 24 120천원/인 2년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시각신호 

표시기
22 27 03 

빛(시각) 또는 진동 

(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150천원/인 2년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보조기구 상담 1670-5529

WWW.knat.go.kr

facebook.com/knatgokr

Youtube.com/nrc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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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기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다른 욕구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와 체크업(follow up, check up)
● 최근에 나온 보다 더 편리한 보조기구 소식
● 서비스 영역 세척, 수리 등 유지관리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견학·교육·홍보
● 센터 견학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장 운영, 장애인보조기구 전문교육 실시
● 온라인(웹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오프라인(리플렛, 매뉴얼 등 책자)

장애인보조기구 마련 방법 상담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부처 및 민간사업 대상 자격, 절차 등 알아보기
● 보조기구 구입 안내
●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질의응답-원스탑 서비스를 위해 콜센터(☎1670-5529)

장애인보조기구 적합성 평가·구매 전 체험
● 나에게 꼭 맞는 보조기구 찾아보기
● 서비스 영역 :  휠체어 및 이동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구, 앉기 및 자세,

컴퓨터접근 보조기구, 감각보조기구, 의사소통보조기구, 
자동차보조기구, 레저, 환경 및 주택개조 등

장애인보조기구 마련 방법 상담

장애인보조기구 적합성 평가·구매 전 체험

자동차 보조기구

지속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사후관리

장애인보조기구 견학·교육·홍보

	•			장애인보조기구	마련	방법	상담,	장애인보조기구	적합성	평가·구매	전	체험,	지속적인	장애인	

	보조기구	사후관리,	장애인보조기구	견학·교육·홍보

•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	1670-5529(보조기구)

경기도 보조기구센터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

인천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중앙 보조기구센터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

제주도 보조기구센터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센터명 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앙

보조기구센터
국립재활원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1층
02-901-1953 http://knat.go.kr/

경기도

보조기구센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별관 3층

(11786)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 

밀레니엄프라자 302호

031-295-7363

031-852-7363
http://atrac.or.kr/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511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5
055-270-7576~8 http://gnatc.or.kr/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61027) 광주 북구 하서로 590

호남권역재활병원 L층
062-613-9365~6 http://rtc.chosun.ac.kr/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대구대학교

(38453)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 대구대학교 1층
053-650-8340~1 http://datc.daegu.ac.kr/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35015) 대전 중구 문화로 266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지하1층
042-338-2980~2 http://www.yeswecan.or.kr/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47519)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92~6 http://bratc.or.kr/

인천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재단법인 노틀담

수녀회 노틀담복지관

(21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032-540-8945~8 http://icatc.or.kr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284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

로 438번길 39-17 충북재활의원 3층
070-7209-3260~2 http://cbat.or.kr/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
전주대학교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전주대학교
063-220-3153~4 http://www.jj.ac.kr/

제주도

보조기구센터
사회복지법인 삼다

(633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64-753-9997 http://www.jifb.or.kr/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센터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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