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실 이용 절차

찾아오시는길

입원환자 경우

Location

DAEJEON CHUNGCHEONG
REGIONAL REHABILITAION CENTER

입원기간 의사 처방 후 의지보조기실 방문으로 진행

외래환자 경우
외래진료 후 의사 처방으로 의지보조기실 방문 진행

지하 1층 의지·보조기실
의료폐기물 창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급 절차
(뇌병변, 지체장애만 해당)

영양
상담실

계
단

진료 보장구
“처방”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로
보조기가 필요한 세부 인정
기준에 따름

보장구 제작 및 구입

의지보조기실 진행

검수확인

처방전 발급 가능한 의사에 한하여
검수 확인서 발급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
구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 필요

물류창고
통신/의료정보센터

의지보조기실

린렌창고

입원 조제실
약제부

영양팀
조리실

엘리베이터 계
단
홀

화
장
실

공조실
교육/
회의실

직원식당
보조기구
센터

하나
은행
식기세척실
CU
편의점

공동실험실

에스컬
레이터

셀프
세탁방

푸트코트

휴게공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급여비 청구

첨부서류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 세부내역서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의지보조기실 문의

급여비 지급

공단은 급여비 지급하기 전에 구입여부 및
내구연한을 확인 후에 지급

위의 지급절차는 건강보험만 해당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처방전을 발급받고 공단 및 구청,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승인 후에
보장구를 구입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6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지하 1층 의지·보조기실
| 연락처 |
042-338-2950,1

의지
보조기

DAEJEON CHUNGCHEONG REGIONAL REHABILITAION CENTER

의지보조기에 관하여
의지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흔히 사용되는 보조기

의지보조기실

•하지 보조기 (low extremity orthoses)
•짧은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non-articulated

팔,다리 신체의 일부가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사고와 질환

의지보조기실은 장애인 및 의지보조기가 필요한 모든분들에게

으로 절단하여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보조기를 처방에 맞게 제작하고, 상담, 변형, 수리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상지의지와 하지의지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곳입니다.

AFO, articulated AFO)

의지보조기실에서의 주요 업무
 의지보조기에 관한 상담
의지보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처방 후 금액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관련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하지보조기로 신경손상 및 여러 가지 질환
으로 인하여 보행하는 동안 발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꺾이지

보조기

않게 도와주어 보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보조기는 손상된 사지 및 신체부위를 안정시키고 고정시키며

•상지 보조기 (upper extremity orthoses)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교정력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위치에서 부정확하게 체중을 지지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반대 힘을 적용하거나, 교정시켜줍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때

 의지보조기 제작

보조기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켜줍니다.

모든 의지보조기는 진료 처방 후 진행되며 처방에 따라 보조기

대표적으로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척추보조기가 있습니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지보조기 변형 및 수리

상지보조기의 경우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보조기가 처방되어집니다.

의지보조기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재료 교체 및 처방에

목적으로는

따라 변형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도에 따라 소요금액 발생)

 통증감소를 위한 휴식 및 보호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관절운동의 회복 및 기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기능의 회복 및 증대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추가적인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외 척추보조기 및 보행 시 필요한 보행보조도구도 많이 처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