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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수 자의 

자립 인 생활을 지원하기 해 복지용구 여를 시작하 다. 2012년 

재에는 17개 품목, 699개 제품이 여 상 제품으로 고시가 되어,  

2011년 복지용구의 총 여비는 688억원 수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여비의 2.3%를 복지용구에 지출하고 있다. 복지용구에 한 여비 

지출만 보면 규모가 크지 않지만, 복지용구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들에 

한 수요는 향후 인구 고령화의 속도와 더불어 증할 것으로 상된

다. 따라서, 복지용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

지용구 산업의 활성화를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복지용구의 제도  운 황을 국제비교 등을 통하여 먼

 분석하고, 복지용구 산업에 한 실태조사, 시장규모 추계,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를 한 산업계 의견조사 등 주로 공 측면에서의 산업계 

황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복지용구 산업 활

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

된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 와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복지용구 여체

계 개선방안에 한 산업체의 의견수렴 결과와 연구진의 의견들이 향후 

복지용구 산업 정책에서 귀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본 보고서는 김  부연구 원의 책임 하에 경일 학교 손수석 교수, 

본원의 이난희 문연구원, 조 민 연구원이 집필에 참여하 다. 경일



학교 손수석 교수는 제3장 3 의 독일의 복지용구 제도와 산업 황 부

분 원고를 집필하 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한 상업체 선정 등에서 력해 주신 (사)한

국고령친화용품산업 회의 계자와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  검독에 

참여해 주신 연세 학교 정민  교수, 남서울 학교 용호 교수, 의료

기기산업 회 강태건 정책연구실장, 그리고 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기

탄없이 의견을 주신 산업체 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 을 드린다. 마지

막으로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  본원의 이윤경 연구 원, 염주희 

빙연구 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자들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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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ket Analysis of Assistive Products for Elders

Assistive products for elderly people have faced new 

environment since the July of 2008 in which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elders.  

Currently 17 categories of 699 products are in long term care 

insurance service. Although assistive products occupy only 2.3% of 

total expenditure of the insurance, its importance is expected to 

grow as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increases. Therefore, even 

if its current market size is relative small, we believe that we 

need to prepar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ssistive 

products industry.   

In this report, we analysed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and 

current operation of the assistive products in the long term care 

and we compared it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 

U.S.A.. We then surveyed the industry to know the current 

industry situation, to estimate the market size and to know their 

opinion concerning industry policies. Finally, we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노인인구의 양 ‧질  증가로 인해 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크게 발 할 것으로 망됨.

○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 자의 일상생활 는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향후 이들 용품에 한 양 인 

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고 화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복지용구 산업은 시장의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산업발 의 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향후 

복지용구산업의 활성화를 해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

Ⅱ. 주요 연구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 상 복지용구는 2012년 

10월 재 17개 품목으로 구입품목 9개와 여품목 8개가 포함됨.

○ 여기 : 수 자는 복지용구 여품목  수 자의 신체기능상태

와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수 자 장기요양인정에 근

거하여 정하며,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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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만 수 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여방식: 연간 한도액은 수 자 일인당 연간 160만원이며 이  

본인부담 은 일반 상자의 경우 15%, 경감 상자는 7.5%, 기

생활수 자는 본인부담이 없음.

○ 제품선정  가격결정: 복지용구 여평가 원회에서 제품정보 서

류심사 결과 합하다는 정을 받은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조 는 수입업자간 가격 의를 진행. 가격 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산출한 가격, 매자의 희망가격, 시장조사 가격  최

가격을 기 으로 의함.

⧠ 복지용구 이용자는 2011년 1등  14,538명, 2등  24,042명, 3등  

84,853명으로 총 116,690명으로, 나타남. 3등  이용자수가 체의 

72.7%를 유하고 있음.

○ 복지용구 총요양비는 688억원으로, 체 총요양비의 2.3%를 유함.

○ 복지용구 가운데 여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동침 , 미끄럼 

방지용품, 욕창 방방석 순이었음.

⧠ 일본은 2000년 4월 도입된 개호보험제도에 근거하여 복지 용구 여

는 12개 품목, 구입은 5개 품목이 여 상임. 복지용구의 상 종

목은 후생노동 신 고시로 정하고 있음. 

○ 피보험자는 각 지역의 시정 에 신청하면 시측은 방문조사를 통해 

등 정을 받음, 등 정을 받은 이용자는 어 랜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함.  

○ 복지용구 여제도의 원칙은 여원칙, 여에 합하지 않은 성

격의 것은 매. 복지용구 여  구입가격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을 여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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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일본의 고령친화용품 시장규모는 총 1조 1,184조 엔으

로 추정됨(일본에서 복지용구 용어는 개호보험 상품목과 개호보

험 상 이외 품목 포함).

⧠ 독일에는 의료용  개호용 지정 복지용구목록(Hilfsmittelverzeichnis, 

이하 HMV 는 복지용구목록이라 함)이라는 특별인증제도가 있음.

○ HMV에 등록되게 되면 공 보험인 법정질병보험(GKV)의 여

상품목으로 승인되며, 재 독일의 HMV에는 약 15,000가지의 

제품이 수록되어 있음.

○ 독일은 1995년 4월에 사회개호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 여

를 통한 복지용구의 공 은 법정질병보험(GKV)과 노인장기요양

보험(Sozial- Pflegekranken-Versicherung, SPV)에 의한 공 으

로 나  수 있음. 공 공  외에 개인의 자기부담에 의한 일반시

장으로부터의 공   비 리단체에 의한 공  등도 가능함.

○ EU는 ｢의료기기에 한 지침(Council directive 93/42/EEC)｣에

서 복지용구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한 안 성 확보와 표시 에

서 “일반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EU역내에서 유통되는 의

료용구에 해서는 기본요건에 합함을 증명하는 CE 마크의 표

시도 의무화하고 있음.

⧠ 복지용구 공 업체 총 수는 144개 업체로, 성인용보행기(39개 업체), 

미끄럼방지용품(31개), 이동변기(27개), 지팡이(26개), 동침 (26

개), 목욕의자(24개), 자세변환용구(21개) 등의 순임.

○ 제품 공 형태는 자사제조의 비 이 62%, 해외수입 23.6%, 국내

타사 10.2%, 해외타사 4.2% 순이었음.

○ 제품 매처는 복지용구 사업소 55.9%, 유통업체(도소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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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4.3%, 노인복지시설 2.87%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 응답가 치를 이용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복지용구 시장규

모는 약 950억원 정도로 나타남. 이  제조 생산규모는 836억

원, 수입 규모는 114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 지팡이의 경우 

99.8%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간이변기의 경우 47.4%,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에 45.9%, 목욕의자 23.1% 등의 순으로 수입에 의

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았던 정부의 정책

을 묻는 질문에 공 업체들은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R&D지원(23.2%), 산업

지원센터운 (20.7%), 종합체험  운 (14.6%) 등의 순으로 답함.

○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 제약요인으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여

제도 운   정비 미흡이 26.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부의 

산업 활성화 노력, 추진체계  사회  인식 미흡(25.5%), 법제도 

 표 화 련 미흡(20.5%), 수요기반 미흡(14.3%), 경쟁력 부

족(13.7%) 등의 순으로 지 하 음.

○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 를 한 정부정책으로는 제품 홍보 지원 

 제품체험 기회제공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 고(3.928), 

이어서 여품목 확 (3.915), 복지용구 여 상 확   여 

수 자 연간 한도 액 확 (3.895), 주요 해외시장 개척을 한 

인허가 정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3.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복지용구 생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정부정책으로 

복지용구 제품에 한 표 을 제정 보 하여 제품품질의 향상  

안 성 확보가 요하다고 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4.177), 이어서 

복지용구에 한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 (4.075), 지역사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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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보(3.872), 보험 여 가격에서의 우수제품 

개발 인센티 제공(3.653), 우수제품 지정 표지제도 확   인센

티 개발(3.669)의 순이었음.

○ 여제도에서 만족도에서는, 정 가격 산정기   차(구입가

격  여가격)가 가장 만족도(2.405)가 낮았고, 이어서 비용

비 편익 효과를 고려한 합리 인 가격(2.451), 사후 리방식

(2.484), 구입/ 여 여제공 방식(2.611), 여비용 한도액, 품목

별 내구 연한 등 여제공 범 (2.716), 여제품 선정방식(2.765) 

등의 순으로 반 인 만족도는 낮았음.

Ⅲ. 결론 및 시사점

⧠ 복지용구를 생산하는 기업이 질  수 이 높은 우수한 제품을 합리 인 

가격에 공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여제도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

○ 여제도와 련하여서는 복지용구의 사  시장진입 장벽은 낮추

고 사후 리를 강화할 것과 가격산정 기 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산업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복지용구 R&D 지원체계를 개발하

고, 연구개발 지원확 를 제안함.

○ 마지막으로 수요기반 확보를 해서는 복지용구 품목확 와 복지

용구 어메니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함.

*주요용어: 복지용구 제도 및 급여현황, 복지용구산업 실태조사, 복지용구산업 시장

규모 추계,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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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537만명 수 으로 체 

인구의 11.1% 수 이다. 노령화지수1)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고령화 수

이 아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명표 작성결과,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 수명은 2010년을 기 으로 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 나타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추이

국가
0～14세

(%)

15～64세

(%)

65세 이상

(%)

노령화

지수

세계 26.8 65.6 7.6 28.4 
한국 16.4 72.4 11.1 67.7 
중국 19.5 72.4 8.2 42.1 
일본 13.4 64.0 22.7 169.4 
미국 20.5 66.9 13.1 63.9 

프랑스 18.4 64.8 16.8 91.3 
독일 13.5 66.1 20.4 151.1 
영국 17.4 66.0 16.6 95.4 

자료: UN Population Estimates Projections, online database(2010년 기준)

1)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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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을 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이 크게 발 할 것으로 망된다. 이  보호가 필요한 허약한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노인 등이 증하면서 노인의 자립생활

을 지원해주는 물품에 한 수요가 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 자의 일상생활 는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복지용구산업은 이들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복지용구 산업은 시장의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가 어렵고, 아직은 보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복지용구산업의 활

성화를 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의 복지용구산업  련 정책을 살

펴보고, 복지용구산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복지용구 산업의 시장규모, 제

품별 생산  수출입, 산업경쟁력 등을 악하고, 복지용구산업의 활성

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복지용구 련 제도  여지출에 한 분석연구와 

산업체 실태 악을 한 우편조사,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정책과 련한 

의견수렴을 해 산업체를 상으로 한 직 인 화조사와 산학연 

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복지용구 제도와 련하여서는 우리나라 행 복지용구의 여기 , 

여방식, 제품선정방식, 가격 의  가격 정 심의과정 등을 검토한 

후, 련 제도를 일본과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복지용구 

여지출에 한 분석은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복지용구 이용자 황, 

연간  월별 여비 지출 추이, 품목별 이용형태를 건강보험공단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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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복지용구산업체의 실태조사는 복지용구 제품의 매출, 매경로, 제품

공 형태 등을 악하기 한 조사로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등 공 업

체를 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 다. 그러나 매출 등에 한 응답률이 

조하여 별도의 화조사를 통해 2011년도 매출액을 추가로 조사하

으며, 무응답의 경우에는 무응답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규모

를 추계하 다.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해 우선 산업체(공 업체, 

매업체 포함)를 상으로 기존의 복지용구 활성화 정책에 한 평가와 

활성화 방안과 련하여 우선순  조사 목 의 화조사를 실시하 다. 

한 산업계 문가, 학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

견수렴 후 연구진은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 와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복지용구 여체계 개선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복지용구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산업체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계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정책 

의견조사

기존 문헌 고찰

우리나라/일본/독일 

복지용구 제도 및 

시장현황 조사

우리나라 복지용구 

급여 지출 분석

⇨

산업체 실태조사

  - 공급업체(제조업체, 수입업체) 
대상 우편조사 실시

  - 매출, 판매경로, 제품공급형태 

등 조사

시장규모 추계

  - 공급업체 대상 매출액 파악을 

위한 전화조사 추가실시

  - 무응답 통계처리 

산업체 의견조사를 위한 

전화조사 실시 

  - 공급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

  - 복지용구 활성화 정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 

우선순위 조사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여제도 개선

 수요기반 확

 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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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헌 고찰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용품 산업과 복지용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

념으로서 고령자의 정신 , 육체  건강, 편익, 안 을 도모하기 한 상

품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는 의료기기 외에도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한 융서비스, 

정보기기 서비스, 여가   서비스 등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이다. 복

지용구산업에 한 분석을 해서 고령친화 산업 육성과 련한 정책 

추진과정과 복지용구 제도 도입과정, 복지용구 실태조사 련 문헌고찰

을 실시하 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한 정책 추진은 2004년도부터 비되었다. 

2004년 2월 통령 직속 ｢고령화  미래사회 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 산업자원부 주  ｢디지털 고령친화산업 발 략 간담회｣를 기

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비하 다. 2005년 4월 ｢ 출산고령

사회기본법안｣을 제정하고, 9월 ｢고령친화산업 발 략(5  략, 10  

과제)｣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 다. 2006

년에는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제정하 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을 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비한 표 , 인증사업

을 시작하 다. 2008년 1월,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고

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같은 해 6월 지식경제부 지정 ｢고령

친화산업용품 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었다. 한 2008년 7월,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지용구 16개 품목에 한 지원이 시작

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성장 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 다. 

고령친화용품  제품산업은 국내에 유통 인 침구용품, 목욕용품, 

배변용품, 가사용품, 주거시설용품 등의 항목에 한 생산, 유통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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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으로서 고령친화산업 보다 좁은 개념이다. 고령친화산업  고

령친화용품을 주된 연구 상으로 하여 시작한 연구들  장 숙 외( 

2005)는 우리나라 노인용품(보장구, 재활기기, 일상생활용품 등)  노

인주거시설(노인복지주택 등)에 한 수요 추계를 하고 노인용품 여 

서비스, 생산업체 융지원, 개발, 유통  품질평가와 련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 공  활성화를 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 후 고령친화용품산업에 한 실태를 체계 으로 악하고, 시장의 활

성화를 한 략 연구로는 강병익 외(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국내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의 매출액, 종업원 수, 생산  취 품목 

등의 일반 인 기업 황을 분석하고, 품목별로 제품의 종류와 시장규모

를 산출하 다. 한 산업체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고령

친화제품 산업의 취약부문과 산업 활성화의 요인 등을 분석하고, 고

령친화제품 산업의 활성화를 한 략을 제시하고 있다. 

장 숙 외(2006)연구에서 복지용구의 공  진을 하여 복지용구 

여 사업 운  모델을 개발하고 복지용구 산업기반 강화를 한 정책

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에서의 복지용구 여  매사업 

운 사례를 살펴보고, 직  복지용구 여 사업 련한 산업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복지용구 여 사업소 운  모델  지원 정책

을 제시하 다. 

문인  외(2007)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복지용구 품목들의 제품 

 품질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격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 외국

의 고령친화용품 표 화 사례를 살피고, 국내 고령친화용품의 표 화 실

태조사도 함께 진행하여 표 규격이 필요한 고령친화용품의 표 화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 다. 

김수  외(2009)는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만족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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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년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산업체 황  시

장규모를 제시하면서 재가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1200가구를 

방문하여 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활성화

를 한 방안을 제시하고, 고령 소비자 보호에 한 고찰을 하 다. 

그 후 양 애 외(2011)연구는 행 복지용구 품목과 고시제품의 황

을 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수 자의 요구와 수발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기능 기기  IT 융합 고기능 고령친화용품을 복지용구에 도

입시키고 궁극 으로 고령친화용품 산업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김경래(2011)에서는 외국의 문헌연구를 통해 복지용구의 

필요성과 복지용구가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용에 하여 고찰

하 다. 복지용구 수요 결정요소에 한 연구(김경래, 2011)에서는 복지

용구 수요자로서의 노인 소비특성과 행태를 고찰하고, 2008년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별 소비지출행태를 분석한 후 복지용구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복지용구의 편리성, 기능효과성, 안 성 등을 제시하

면서, 고기능, 고품질 복지용구의 수요가 확 될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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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용구의 정의

복지용구는 심신 기능이 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

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  생활을 돕는 용

구를 말한다. 복지용구는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 고령친화용품 등의 이

름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이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하에서 복지용구는 이들  등 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여 상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복지용구의 종류로는 간이변기, 목욕의자 등 단순기능 제품에서부터 

목욕리 트, 휠체어, 동침 , 배회감지기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

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기요양보험 여 상 복지용구의 선정 원

칙은 1) 장기요양 상자의 자립을 돕고 요양요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2) 장기요양 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용할 수 일반 생활

용품이 아니라 요양 상자의 간호와 요양보호를 해 필요한 용품, 3) 

치료용으로 의료  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

는 용품, 4) 재가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특수목욕기 등은 제외), 5) 어느 

정도 경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요양에 필요한 용품이라도 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함, 6)주택의 개‧보수가 수반되지 않는 것, 7) 

신체 일부 결손 는 하된 특정 기능 보완을 주목 으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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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수, 의족 등은 제외)을 상으로 한다.

제2절 복지용구 제도 및 급여현황 

  1. 복지용구의 유형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 상 복지용구는 2012년 10

월 재 17개 품목으로 구입품목 9개와 여품목 8개가 포함된다. 복지

용구의 여품목, 품목별 여 상의 범 , 세부 인 제공기   차, 

문 인 심의기구의 구성·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르며, 고시

는 행정규칙인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에 의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보행차와 보행보조

차를 성인용 보행기로 통합하고, 여품목으로 배회감지기(매트형)  

경사로(휴 형) 추가함으로써 총 17개 품목(구입품목 9개, 여품목 8개)

이 복지용구 여 상에 포함되었다. 

배회감지기와 경사로를 복지용구 여 상에 추가한 배경으로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치매 환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 

것과 노인 안 사고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악됨

에 따라 치매 노인 수발에 한 부양부담 경감과 안 사고 방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다.

따라서 복지용구 여 상 구입품목으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

용 보행기, 안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액, 양말), 간이변기( 변

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 방방석, 자세변환용구 등 9개 품목이며, 여

품목은 수동휠체어, 동침 , 수동침 , 욕창 방매트리스., 이동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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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리 트, 배회감지기(매트형), 경사로(휴 형) 등 8개 품목이 이에 해

당한다.

〈표 2-1〉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 복지용구 품목(2012. 4 현재)

구입품목 대여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매트형)
아. 경사로(휴대형)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3항

  2. 복지용구 개별 품목 설명

가. 구입품목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여 상 복지용구는 17품목으로, 구입품목과 

여품목으로 나 어져 있다. 그 가운데 구입품목은 9개 품목이며, 각 

개별 품목에 한 설명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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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목    설   명 품목 형태1)

이동변기

어르신들이 스스로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렵거나 움직

이는 속도가 느린 이용자가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이다. 종류로는 스탠드형, 의자형, 코모도

형, 침대옆 설치형이 있다.

목욕의자

어르신을 목욕시킬 때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실시

하기 위한 도구로 고령자 및 수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품이다.

성인용 보행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분들이 외출 시 보행 등에 이용하

거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이

며, 보행이동 불편 중 비교적 하반신은 건강하나 상체가 

다소 지탱이 어려울 때 양팔의 어깨를 시트에 받치고 밀

면서 보행을 하는 기능으로 이동 중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도 가능하다. 주로 고령자들의 외출시 보행과 운반 

및 휴식에 사용되며,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보행할 수 

없을 경우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안전손잡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우, 환자들의 실내에서의 이동 

및 활동 시 안전성을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

는 용품으로 거실, 화장실 등에 손잡이를 달아 사용한다.

미끄럼방지용

품(매트, 액, 
양말)

이용자가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제품으로, 목욕탕 욕조, 욕실 샤워실 및 세면대 

앞, 화장실 입구, 실내 목욕 및 목욕 의자 사용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발바닥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간이변기

(대변기· 
소변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며, 사용자가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사용 가능하다. 특징

으로는 앞면이 경사지게 하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뚜껑이 있어 이동이나 보관시 편리하다.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보행 보조기구로, 길이는 

사용자의 길이에 맞춘다. 지팡이는 모양과 무게, 길이 등 제

품이 다양하다. 지팡이의 종류로는 사발지팡이, 일자형일반지

팡이, 접이식지팡이 등이 있으며, 손잡이의 모양도 다르다. 
특히 4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는 사발(사족)지팡이는 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장점이 있으며, 접이식 지팡이는 접을 

수 있어 휴대하기 편하다. 몸에 맞는 지팡이는 지팡이를 사

용하는 쪽 발 새끼발가락의 바깥쪽 15cm 지점에 지팡이를 

짚으면 팔꿈치가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좋다.

〈표 2-2〉 복지용구 품목 설명(구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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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목    설   명 품목 형태1)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환자의 이동을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종류로는 외부출

입이 잦아 차에 싣거나 휠체어를 들어야 할 경우 사용

하는 경량휠체어와 화장실 및 침대 등 실내이동이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휠체어가 있다. 기능성 휠

체어는 팔받이와 발판 찰탁기능, 휠체어 시트 상하조절

기능(털트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경량휠체어에 비해 무

거우며, 사용자의 성별과 외부출입 빈도에 따라 다르다. 

전동침대

고령화 및 노화에 기인한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를 제공하며, 간병인의 노력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능성 침대이다. 간단한 버튼작동으로 침대의 높낮이 

조절 및 상체부분과 하체부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편리하고 이동시에는 선회성이 좋은 바퀴를 사용하

여 침대이동시 수월하다. 그러나 전동침대를 선택할 때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매트리스는 욕창 등의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분 품   목    설   명 품목 형태1)

욕창예방방석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는 환자, 노약자, 장애우 등의 욕

창, 궤양을 줄이고자 돌출된 뼈 부분의 피부에 가하는 

압박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 및 피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품이다.

자세변환용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우 환자 및 장시간 누워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바꾸거나 기댈 때 사용된다. 침

대베개, 등받이 쿠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체위변환시 

안락한 쿠션기능으로 욕창예방 및 체압 분산이 가능하

며, 옆으로 눕기의 자세 및 엎드려 눕기를 요하는 이용

자가 사용할 수 있다.

자료: 1) http://www.longtermcare.or.kr

나. 대여품목

여 상 복지용구  여품목은 8개이며, 각 개별 품목에 한 설

명은 <표 2-3>과 같다. 

〈표 2-3〉 복지용구 품목 설명(대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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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목    설   명 품목 형태1)

수동침대

몸이 불편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우들

이 쉽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의료보조용 침대

로,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욕창예방매트

리스

마비나 오랫동안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나 어르신들에게 

매트리스의 공기방을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분포의 

위치를 바꾸어 줌으로써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

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주는 기능을 해 주는 용품이다. 
특히 보온성, 통기성, 탄력성, 흡습성 등이 좋아야 하며, 
폭이 약간 넓어야 돌보는 사람이 편하다.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스스로 욕실까지 이동할 수 없

을 때 거실이나 침대 등에서 목욕을 시킴으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품이다. 또한 침

대 위나 거실 등에서 목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를 

넣거나 빼기가 편해야 하고, 수납이 용이해야 한다. 상품

에 따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를 고려해야 

하고, 급수와 호스의 길이는 배수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목욕리프트

다리의 기능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욕조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품이다. 높낮이의 조절과 등받이 각

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물 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감전에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해야 한다.

배회감지기2)

(매트형)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용품이다. 침대와 방 출구 

등에 설치하여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방을 나설 때 배회

감지기의 센서를 밟으면 다른 가족에게 전파로 알람과 

램프가 작동하여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감지기이다. 
완전와상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은 제

외한다.

경사로2)

(휴대형)

계단 등 휠체어가 직접 올라갈 수 없는 곳에 휠체어를 

밀고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좌우로 분리할 수 있으며, 
2단으로 접을 수 있고 이동이나 보관이 용이하게 제작

된 용품이다. 이용자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을 보조‧지원하여 수발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자료: 1) http://www.longtermcare.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보도자료(2012.4.6)



제2장 우리나라 복지용구제도 현황 ∙25

기준 법령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

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

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서...

  3. 복지용구와 유사한 용어 관련 제도

가. 관련 제도

우리나라에서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수 자의 일상생활 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그러

나 이 정의에서 수 자를 노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기, 재활

보조기구, 고령친화용품, 보장구, 보철구 등과 혼용될 여지가 있으며, 사

용자를 기 으로 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를들어 휠체어는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 이용

할 수도 있어서 동일한 품목에 해 복지용구와 장애인보장구라는 이름

이 동시에 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용구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과 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법, 의료 여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국가유공자 우 등에 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으며, 계 부처도 기획재경부, 문화체육

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이 련되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복지용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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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법령 내   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

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8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

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

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
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

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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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법령 내   용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이란 별표2의 장애인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66조(보철구) ①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

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

처장이 정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생략)
    나. 방문목욕 (생략)
    다. 방문간호 (생략)
    라. 주·야간보호 (생략)
    마. 단기보호 (생략)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

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2. 시설급여 (생략)
  3. 특별현금급여 (생략)

나. 복지용구의 품목 분류

복지용구의 품목 분류는 국제표 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정의  분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ISO는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환을 쉽게 하고, 과학  기술 , 경제 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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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야에서의 력증진을 목 으로 1947년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이다. 

ISO 인증제도란 국제표 화기구 기술 원회(TC)에서 품질경 과 환

경경 에 한 국제 규격, 통상 활동을 원활히 하기 하여 제정한 공

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환경경 에 한 기 을 말한다.

ISO에서 복지용구와 련한 용어로는 2002년 이 에는 Technical 

Aids(공학  지원장치), 2002년에는 Assistive Technology(보조공학기

술), 2002년 이후에는 Assistive Device(보조장치) 다가, 2007년도부터

는 Assistive Product(보조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Assistive 

Product란 장애인과 손상장애(impairments),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 

참가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을 방, 보상, 검사, 경감 는 극복

하기 해 사용하는 장치나 기기, 기구, 소 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용

품(문인 , 2007)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용구 분류코드는 

ISO 기  품목분류에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4. 현행 장기요양대상 복지용구 급여체계

행 장기요양보험 여 상 복지용구 여체계는 공 자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품 선정요청을 하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품을 

승인하고, 제품 승인 후 복지용구 사업소는 공 자에게 제품 공 요청하

게 되어있다.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에 공 하면, 이용자가 제품을 신청

하고, 복지용구사업소는 공 자에게 공 가격을 지불하고, 복지용구사업

소는 공단에 비용지불청구를 하는 구조이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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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체계

가. 급여품목 및 가격 범위

  2012년 8월 재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 상 복지

용구 품목별 제품은 총 682개 품목이며, 품목별 품목수와 가격 범 는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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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 품목수(개) 가격 범위(원)

구입품목

이동변기  33  70,000~884,000

목욕의자  33  66,000~819,000

성인용보행기  93  32,500~850,000

안전손잡이  72  14,400~319,000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액, 양말)  68   2,500~133,000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17  11,000~ 50,600

지팡이  72   8,300~ 80,100

욕창예방방석  20 263,000~413,000

자세변환용구  52  17,600~423,000

대여품목2)

수동휠체어  69  17,100~ 52,900

전동침대  83  55,300~123,000

수동침대  26  30,400~ 41,200

욕창예방매트리스  36   7,000~143,000

이동욕조   6  27,600~ 78,000

목욕리프트   2 5 7,700~ 80,300

배회감지기(매트형) - -

경사로(휴대형) - -

총계 682 -

〈표 2-5〉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수 및 가격(2012.8 현재)

주: 1) 노인장기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상의 내용을 정리함.
2) 가격대는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이 아닌 제품가격으로 이동변기~자세변환용구까지는 구매가격이며, 수

동휠체어~목욕리프트는 대여가격(월)임 수급자는 각 제품의 제공가격에 15%(일반대상자), 7.5%(경감

대상자)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음.

 
나. 급여기준

이 게 복지용구 여를 해서는 여기 이 필요한데,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수 자는 복지용구 여품목 에서 수 자의 신체 기능 상태와 필요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품목에 해 구입하거나 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에서도 지정된 품목만 수 자에게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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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2).연간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 이 고시하는 액으로 

재 수 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며, 이는 구입과 여에 한 공단부

담 과 본인부담 의 합계이다. 수 자는 한도액 내에서 구입과 여를 

할 수 있고,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과하면, 과한 액부터는 액 수

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용기간은 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

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하고 있다3).

수 자는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에 해서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 이 정한 내구연한4) 내에서 품

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여하는 경우에도 여품목 당 1

개 제품만 여할 수 있다. 단, 여품목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 ,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자세변환용구는 각각 5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구연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 자

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훼손 혹은 마모되거나, 신체상태의 변화

로 인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

용구 추가 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 받으면 내구연한 이내라고 

하더라도 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수 자가 만약 의

료기간에 입원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여품목  동침 , 수

동침 , 이동욕조, 목욕리 트 등은 제공할 수 없다5). 각 구입품목과 

여품목에 한 정보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2)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4조.
3)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3조.
4) 복지용구 여평가 원회에서 심의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며 이외에도 여가격, 정가격, 

여 상제품의 선정  제외하는 기능을 수행함.
5)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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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 복지용구 품목별 내구연한(2012.8 현재)

제품의 종류 품목수(개) 내구연한

구입품목

이동변기  33  5

목욕의자  33  5

성인용보행기  93  5

안전손잡이  72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액, 양말)  68  -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17  -

지팡이  72  2

욕창예방방석  20  3

자세변환용구  52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69  5

전동침대  83 10

수동침대  26 10

욕창예방매트리스  36  3

이동욕조   6  5

목욕리프트   2  3

배회감지기(매트형)   -  -

경사로(휴대형)   -  -

총계 682  -

주: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상의 내용을 정리함.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2, 보건복지부

▪ 내구연한: 품목별 내구연한은 ‘복지용구 여평가 원회’에서 심의하

여 결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함.

▪ 추가 여: 복지용구의 구입  여는 기본 으로 각 품목당 1개 제

품을 기 으로 하고 있으나,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훼손‧

마모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 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내구연한 이내라도 여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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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상태에 따른 품목 변경: 수 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는 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시행규

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 자의 장기요양인정‧욕구

사항  별표에 근거하여 정함. 이 때 수 자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 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한 여가 이루

어지도록 함.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 자가 구입하거나 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수

자 장기요양인정  욕구사항 등에 근거하여 정하지만, 만약 수 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구입 혹은 여할 수 있는 품목을 변

경하고자 원할 때에는 복지용구 추가 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

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여6) 수

요자의 상황과 편의에 있어 품목 여 가능성의 여지를 확 하고자 노

력하 다.

다. 급여방식

장기요양 여 상 복지용구는 구입품목과 여품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수 자의 본인부담 부분이 있다. 구입을 할 경우 수 자가 구입

품목에 해 본인부담 을 부담하여 구입할 수 있고, 여를 할 경우 수

자가 여품목에 해 일정기간 여하고 해당 제품에 한 여가격

에서 본인부담  부분을 부담하여 여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각 제품의 제공가격에 하여 일반 상자는 15%, 경감

상자는 7.5%, 기 생활수 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이는 복지용구의 

6)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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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가격 수 과 무 하게 정률로 용되기 때문에 액 규모에서 차

이가 발생한다. 단, 여 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 자  시설

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 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한다7). 

라. 제품 선정 

  1)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복지용구 여 상 제품의 선정  제외를 한 심의를 해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여평가 원회를 두고 운 하고 있다. 평가

원회에서는 여 상 제품의 선정  제외에 한 심의 외에도 여 

상 제품의 정한 가격 수 과 여 상 제품의 내구연한과 여가

격에 해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다8).

여평가 원회에는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원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각 소비자단체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문가 2인, 한국의료

기기산업 회, 한의료기기 매 회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 회가 각각 

추천한 문가 3인을 포함하여, 련 학계 는 문기 에 종사하는 

문가 7인, 보건복지부 소속 5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상임 이사  복지용구업무를 장하는 1  직원 1인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 

이사로 하여 평가 원회 회의와 련한 업무를 총 하도록 하고 있다9).

7) 복지용구 여를 받던  시설 입소 시는 그 시 부터 지 을 단하고, 수 자가 의료기

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 동침 ’, ‘수동침 ’, ‘이동욕조’, 
‘목욕리 트’를 여할 수 없음. 그러나 복지용구를 여하는 기간 도 에 의료기 에 입

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는 입소기간  최  15일까지 여가

격을 산정함.
8)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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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의 급여선정과정 

복지용구 여평가 원회가 심의할 복지용구 제품 상은 복지용구

의 제조 는 수입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 용을 받기 해 해

당 제품의 여 결정 신청을 한 물품에 한정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게 원회에서 여 상 여부를 심의할 때는 보험 여의 정성 

 비용효과성, 상수요 규모  보험재정에 미치는 향, 제조 는 

수입업자의 공 능력  신인도, 기타 평가에 향을  수 있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 법령에서 규정한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

는 서류, 보험가입증서 등 여 상 제품으로 선정하기 하여 반드시 

갖춰야할 서류 내용이 정한지에 한 심사를 하며, 만약 서류 검토  

부 합한 내용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 

련 서류에 한 보완심사 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정하지 않을 때는 해

당 신청 건에 하여 제품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공고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복지용구 인정 지

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여 될 복지용구의 품질기 과 품

목별 제출서류를 확인 받는 차가 필요하다. 

□ 제품의 품질기

  ○ 수동휠체어: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  KS P 6113 

규격(단, 스포츠, 샤워, 용변용과 같은 특수목 을 해 고안된 휠

체어, 주문형 휠체어, 특정 장애인을 해서 특수 설계되었거나 개

조된 휠체어, 기립형 휠체어 등은 제외함)

 9)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장 제4조. 
10)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4장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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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창 방 매트리스: 한국산업표  KS P 0234 규격, 교 부양형은 

의료기기 허가 필함.

○ 욕창 방방석: 한국산업표  KS P 0236 규격

  ○ 동침 : 의료기기 허가, 한국산업표  KS P 0388 규격

  ○ 수동침 : 의료기기 신고, 한국산업표  KS P 0387 규격

  ○ 지팡이: ｢품질경   공산품안 리법｣에 의한 자율안 확인기

을 획득 필요

  ○ 보행차: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 워킹테이블과 롤 이터는 ｢품질경  

 공산품안 리법｣에 의한 자율안 기 을 획득 필요

  ○ 보행보조차: ｢품질경   공산품안 리법｣에 의한 자율안 기

을 획득 필요

  ○ 이동변기: 산업표 화법에 의한 단체표  규격 인증

  ○ 간이변기: 산업표 화법에 의한 단체표  규격 인증

  ○ 안 손잡이: 산업표 화법에 의한 단체표  규격 인증

  ○ 목욕의자: 산업표 화법에 의한 단체표  규격 인증

  ○ 자세변환용구: 산업표 화법에 의한 단체표  규격 인증

  ○ 목욕리 트: 산업표 화법에 의한 단체표  규격 인증

  ○ 이동욕조: 산업표 화법에 의한 단체표  규격 인증

□ 품목별 제출 서류11)

  ○ 수동휠체어: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

  ○ 욕창 방 매트리스 

     - 교 부양형: 의료기기 허가증,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

     - 공기격자형: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

11) KS P 6113, KS P 0234, KS P 0236, KS P 0388, KS P 0387 규격의 합성 여부는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를 통해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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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창 방 방석: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

  ○ 동침 : 의료기기 허가증,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

  ○ 수동침 :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

  ○ 지팡이: 자율안 확인 신고서

  ○ 보행차: 자율안 확인 신고서

  ○ 보행보조차: 자율안 확인 신고서

  ○ 이동변기: 단체표  인증서

  ○ 간이변기: 단체표  인증서

  ○ 안 손잡이: 단체표  인증서

  ○ 목욕의자: 단체표  인증서

  ○ 자세변환용구: 단체표  인증서

  ○ 미끄럼 방지용품: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목욕리 트: 단체표  인증서

  ○ 이동욕조: 단체표  인증서

  ※ 공통서류: 복지용구 정보시스템 등록신청서

□ 련기

 ○ 시험성  발  기 : 재활공학연구소

 ○ 자율안 확인신고서 발 기 : 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단체표 인증서 발 기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 회

이상과 같이 제출된 해당 서류가 할 때에는 비심사 평가 방법 

 평가표12)에 따라 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심사 때에도 서류

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업

체는 보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12)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0조 2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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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완심사를 받도록 하 다. 심사가 모두 끝나면 ｢고령친화산업진흥

법｣ 제10조에 따라 장 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을 받거나, 그 외의 심사 통과 제품은 복지용

구 여평가 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된다. 

이처럼 심사를 받고난 후 제출된 서류의 사실 계를 확인 후 품질기

이 충족된 제품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여결정신청

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으로 여평가 심사를 통해 여

상으로 최종 선정된 제품은 고유코드를 부여받고 복지용구 DB에 등록

하여 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림 2-2〕 복지용구 급여제품 선정 과정

서류심사

수

비
심사

가격
의

선정 상제외

보정심사

최종심의
(선정‧가격)

여제품지정,

복지부고시

서류미비

보완필요 정

10일이내 보완

보완사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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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격협의 및 적정가격 심의

  1) 판매가격 심의

복지용구 여평가 원회에서 제품 정보 서류 심사 결과 합하다는 

정을 받은 제품과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여비용의 조정을 신청한 제품을 상으로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제조 는 수입업자간 가격 의를 진행하게 된다. 

가격 의를 진행할 때에는 제조 는 수입업자가 소속한 산업체를 

표하는 자 혹은 지정된 리자와 논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

용구 가격 의 상 제품에 한 가격 의를 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산출한 가격, 매자의 매 희망 가격, 시장조사 가격  최

 가격을 기 으로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최  가격을 기 으로 차상  가격을 상한액으로 하여 

정한 가격으로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13). 

- 신청 제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 가격이 국가  공공기 에서 

인정한 액 이하의 경우

- 국내외 정한 거래가 형성된 신청 제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 

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이하의 경우

- 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신청제품의 국

민건강보험공단 산출가격이 이미 고시되었던 제품  비교 가능한 

동등 는 유사 제품의 고시 가격에 비해 낮은 경우

13)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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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 가격 계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복지용구 가격 의를 해 복지용구 제품군

을 국내제조 제품과 수입상품으로 각각 분류하여 가격을 산출한다14).

먼 , 국내제조 제품에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 가격은 제품의 총

원가와 유통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도출되는데, 여기서 제

품의 총원가는 제조원가, 매비와 일반 리비, 그리고 정이윤을 합

한 개념으로 산출된다. 제조원가는 총 재료비에서 작업설, 부산품, 연산

품 등은 그 매각액 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공제한 후 노무비와 외주

가공비, 제조경비 등을 합산하여 도출된다. 

두 번째로 수입상품에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 가격은 국내제조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원가와 유통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

여 도출된다. 총원가는 매입원가, 매비와 일반 리비, 그리고 정이

윤을 합하여 고려되며, 매입원가는 상품의 매입액과 매입(수입)경비를 

합한 것으로 하여 산출된다. 

〈표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제품 가격 산출

구 분 가격 산출 

국내

제조 

제품

제조원가 재료비-작업설 등+노무비+외주가공비+제조경비

총원가 제조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적정이윤

공단 산출가 총원가+유통비용+부가가치세

수입

상품

매입원가 상품 매입액+매입(수입)경비

총원가 매입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적정이윤

공단 산출가 총원가+유통비용+부가가치세

14)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조 제1항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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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제조제품 항목별 원가 계산

□ 재료비 

  - 재료비는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 재료비’와 

‘부분품비’로 구성됨.

  - 재료비 구입 내역(거래명세서, 세 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 

산정함.

  - 제품 제조 에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함.

□ 노무비

  - 노무비는 제품을 완성하기 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 

노동력에 한 가로서, 여, 제수당, 상여 , 퇴직 여충당 의 

합계임.

  - 생산직 근로자의 인력 황, 근로시간, 임 지 내역 등을 확인하여 

노무비를 산정함. 

□ 외주가공비

  - 외주가공비는 규격을 지정하여 하도 업체 등에 제조품의 가공을 

탁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임.

  - 외주가공 내역(외주가공계약서, 세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확

인하여 외주가공비를 산정함.

□ 제조경비

  - 제조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

비,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력비, 수도 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 개발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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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 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 비, 산업안 보건 리

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 과공과, 폐기물 처리비, 도

서인쇄비, 지  수수료, 기타경비 등 기업의 유지를 한 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비와 일반 리비와 구분된 비용으로 제조원

가명세서상의 경비를 토 로 산정됨.

  - 연구 개발비는 당해 신청제품을 제조하는데 직  필요한 기술개발 

빛 연구비로서 시험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는 연구기 에 

의뢰한 기술 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 개발 진비  직업 

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 상각하되 그 생산수령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함.

  - 제조방식이 주로 완제품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생산, 외주 탁가공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 없이 단순 조립, 포장 

방식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경비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신청제품과 련이 있는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증한다면 

감가상각비는 산정할 수 있음.

  - 제조경비에 한 련 자료 제출이 미비하거나 제조경비 비율이 지

나치데 높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제조업 평균 제조경비’ 비율(외주가공비, 경상개발비는 제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제조원가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외주가공비 + 제조경비의 합계

□ 매비와 일반 리비

  - 매비와 일바 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한 리 활동 부문에서 발

생하는 모든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업비용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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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계산서 상 매비와 일반 리비를 기 으로 산정됨.

  - 매비와 일반 리비 항목  ‘ 고선 비, 연구 개발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신청제품과 련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에만 포함 할 수 

있음.

  - 손익계산서상 매비와 일반 리비 항목  ‘ 비’는 세무조정계

산서 상 비 한도 액 이내에서 인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따른 정 가격 작성 

기  제13조에 의한 일반 리비를 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정이윤

  - 구성: 순 융비용 + 자기자본비용

  - 순 융비용이란,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자기자본비용이란, 자기자본 액 × 산업평균 자기자본 업 이익률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정가격 작성기  제 

14조에 의한 이윤 액을 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총원가의 합계

  - 제조원가의 합 + 매비와 일반 리비 + 정이윤의 합계

□ 유통비용

  - 유통비용은 제조업자의 정이윤이 포함된 총원가와 소비자가격 간

의 차이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매매에 따른 제비용과 이익으로 

구성됨.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소매업(자동차 제외)의 매출원

가 비 매출액’ 비율을 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15)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 업 이익률’의 비율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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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비용 가산

  - 총원가에 유통비용,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액이 제 2조 제 3호에 

의한 ‘시장조사가격’보다 하게(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

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용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 가격( 여수가)

  - 총원가의 합계 + 유통비용 + (유통비용 가산의 합계) + 부가가치세

나) 수입상품

□ 상품 매입액

  - 상품 매입액은 수입물품의 원화 표시 원가에 세 등을 포함한 

액을 의미함(수입세 계산서 과세표 액으로 산출).

  - 상품수입신고필증  상품구입 수입세 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상품 

매입액 산정함.

□ 매입(수입) 경비

  - 매입(수입) 경비는 통 료, 보세창고료, 하역요 , 국내운반비, 신용

장 개설 수수료 등 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 계

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확인하여 매입(수입) 경비 산정함.

□ 매입원가 합계

  - 상품 매입액 + 매입(수입) 경비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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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비와 일반 리비

  - 매비와 일반 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한 리 활동 부문에서 발

생하는 모든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업비용으로 손

익계산서상 매비와 일반 리비를 기 으로 산정함. 

  - 매비와 일반 리비 항목  ‘ 고선 비,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상

각비’는 신청제품과 련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포함함.

  - 손익계산서 상 매비와 일반 리비 항목  ‘ 비’는 세무조정계

산서 상 비 한도 액 이내에서만 인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서 정한 일반 리비를 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정이윤

  - 구성: 순 융비용 + 자지자본비용

  - 순 융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 액 × 산업평균 자기자본 업이익률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서 정한 이윤 액을 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총원가의 합계

  - 매입원가의 합계 + 매비와 일반 리비 + 정이윤의 합계

□ 유통비용

  - 유통비용은 수입업자의 정이윤이 포함된 총원가와 소비자가격간의 

차이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매매에 따를 모든 비용과 이익으로 

구성됨.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소매업(자동차 제외)의 매출원

16)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 업 이익률’의 비율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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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 매출액’ 비율을 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유통비용의 가산

  - 총원가에서 유통비용,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액이 제 2조 제 3호

에 의한 ‘시장조사가격’보다 하게(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 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 가격( 여수가)

  - 총원가의 합계 + 유통비용 + (유통비용 가산의 합계) + 부가가치세

다) 물가변동의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출 가격이 직 년도 회계자료를 통하여 산출되

었거나 직 년도에 제품 가격이 결정된 경우 직 년도 연간 소비자 물

가 상승률을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 년도에 재료비 등의 격한 변동으로 인해 재료비 조정이 있는 

경우, 재료비 등의 조정에 따른 가격 변동률이 직 년도 소비자 물가 상

승률보다 큰 경우 직 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반 하지 않으며, 재

료비 등의 조정에 따른 가격 변동률이 직 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

다 작은 경우 그 차이 분만큼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환율의 연동 반영

복지용구의 수입상품  구입방식에 의하여 여가 제공되는 제품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 별 조정률 표’에 따라 조정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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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환율 등급별 조정률 표

등급 환율구간 조정률(%)

… … …

-3   500이상 ∼ 700미만 -12
-2   700이상 ∼ 900미만  -8
-1   900이상 ∼ 1,100미만  -4

0(기준등급) 1,100이상 ∼ 1,300미만   0
1 1,300이상 ∼ 1,500미만 4
2 1,500이상 ∼ 1,700미만 8
3 1,700이상 ∼ 1,900미만 12
… … …

자료: 2012년 개정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7.

한 환율 연동 시 용 화폐 단 는 미국달러를 기 으로 하되, 엔

화로 수입한 일본 제품에 해서는 일본엔(100엔)을 기 으로 하기로 

한다. 용 환율은 최근 1년간(조정시  직 년도 10월 1일~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평균 최종 매매 기 율로 하며, 환율 용 값 조정주기

는 1년 간격으로 매년 1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국내 제조 가격 및 수입 가격 공단산출 시 확인 및 검증 자료】

가) 비목별 산출 근거를 확인 및 검증 가능한 자료 제출

비목별 근거 자료는 각종 세  계산서  거래 명세서와 함께 제품에 

한 재고자산 수불부를 확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재고자산 수불부

란, 재고의 입·출고를 기록한 장부로서 복지용구 제조 기업이 정상 인 

업과정에서 매를 해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제품과 

제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사는 자산의 흐름을 

17)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8조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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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인건비 등에 한 내용으로서 

생산직에 한 임 지  내역이나 인력 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품에 한 제조공정도, 제품별 연간 매수량  매출실 이 나타난 자

료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 결산자료( 차 조표, 손익계산서, 제

조원가명세서)와 국세청 신고  세청에서 발 한 자료로서 세무조정

계산서 등도 필요하다. 

나) 분석적 절차를 통해 중요 비율 및 추이 도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 가격을 도출하기 해서는 신청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평균이나 동종 산업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와 비교분석

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한 비목

별 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료를 참고해야하며, 신청 회사로부터 입

수한 각종 재무정보 상호간의 상 계 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18).

* 시장조사 가격의 산정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 동일제품에 한 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

례 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  안에서 산정)으로 용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국내에는 동일제품에 

한 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외에 정한 거래가 형성

된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국외 조사가격에 제28조(환율 용)의 환율을 

용한 원화 환산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와 세(｢ 세법｣)의 

18)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조 제1호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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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합쳐서 합산한 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국내외 동일제품에 하여 정한 거래가 형성되었으나 고시된 

여제품과 기능, 재질, 형태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시 가격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

나)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고시된 여제품과 기능, 재질, 형태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하여 비교 

가능한 제품의 고시 가격을 참고하고, 국내외 재질, 기능 형태 등이 동

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만약 국외 조사가격인 경우에는 제 28조(환율 용)에 따른 환율을 용

하여 원화 환산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세(｢ 세법｣)의 세

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재질 및 기능 등이 개선 된 경우

신청제품이 고시된 여제품 혹은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비하여 

기능,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고시된 가격 

는 거래 실례가격에 10%이내의 범 에서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라) 형태 및 기능 등은 동등하지만 규격이 다른 경우

그 밖에 신청제품이 고시된 여제품  혹은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

에 비하여 규격이 다를 경우 규격과 단  가격의 상 계 등을 고려하

여 그 시장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조 제3호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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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여가격 심의

여가격은 여기간을 월단 로 하여 산정되는데, 월 여가격은 제

품가격의 1/12의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월 여가격은 다음과 같은 산

출 식으로 도출된다20).

월 여가격

= (제품가격 + 수선유지비 + 여경비21) x 여횟수) ÷ 여가능기간

이 게 월간 여가격이 산출되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품가격

  - 제품가격은 평가 원회에서 결정된 제품가격을 말함.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는 여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의 마모, 훼손 등으로 손상

된 제품을 본래의 상태 로 유지하기 해 발생되는 비용임.

□ 설치  회수비

  - 설치  회수비는 여제품을 수 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주고 여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제품

을 복지용구 사업소까지 회수하는 데에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설치 

 회수비는 인건비와 운반비로 구성됨.

  - 인건비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건설 노동자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용하는 것으로 함.

  - 운반비는 개인용달 회 기본 정 가격을 용함. 

20)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27조 별표6.
21) 여경비: 설치  회수비 + 소독비 + 리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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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비

  - 소독비는 회수된 여제품을 소독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와 소독 재료비로 구성됨. 

  - 인건비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건설 노동자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용하는 것으로 함.

  - 소독 재료비는 소독약품, 잡재비, 재포장비 등으로 구성됨. 

□ 리비  이윤 

  - 리비  이윤은 설치  회수비와 소독비에 한국은행 기업 경

분석 통계 자료  소매업(자동차 제외)의 매출원가 비 매출액 비

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함.

□ 여횟수

  - 여횟수는 ‘ 여가능기간’을 평균 여기간으로 나 어 산출함.

  - 평균 여기간은 다음의 <표 2-9>와 같이 용됨.

〈표 2-9〉 평균대여기간 적용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

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

리프트

7.4개월 9.5개월 8.2개월 6.4개월 5.8개월 7.2개월  

□ 여가능기간

  - 여가능기간은 평가 원회에서 심의한 내구연한에 50%를 용함.

  - 그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하여 여로 

인한 제품의 마모, 훼손 정도가 하다고 단하여 내구연한에 

100분의 50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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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품목별 산정 현황

구  분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

내구연한  10년   10년 5년 3년

대여가능기간  5년   5년 3년 2년

평균대여횟수 8회 6회
수동휠체어(4회),
이동욕조(6회)

욕창예방매트리스(4회)
목욕리프트(3회)

①

고정

비용

제품

가격
제품판매가격(관리비 및 이윤 45.24% 포함)

수선

유지비
제품결정가격* 60% 제품결정가격* 40% 제품결정가격* 40% 제품결정가격* 40%

②

대여

경비

설

치 

및 

회

수

비

건설노동자 보통 인부임 1일 8시간 : 60,547원

2인

설치

(3시간)
45,410원

2인

설치

(2시간)
30,274원

1인

설치

(1시간)
7,568원

1인

설치

(1시간)
7,568원

2인

회수

(3시간)
45,410원

2인

회수

(2시간)
30,274원

1인

회수

(1시간)
7,568원

1인

회수

(1시간)
7,568원

개인용달 1톤 기본운임 협정가  30,000원

100% 
적용

2회 

60,000원

100% 
적용

2회 

60,000원

50% 
적용 

2회 

30,000원

50% 
적용 

2회 

30,000원

소

독

비

건설노동자 보통 인부임 1일 8시간 : 60,547원

1인

소독

(2시간)
15,140원

1인

소독

(2시간)
15,140원

1인

소독

(1시간)
7,568원

1인

소독

(1시간)
7,568원

협회 의견 15,000원(소독약품, 잡자재, 재포장비)

100% 
적용

15,000원
100% 
적용

15,000원
50% 
적용

7,500원
50% 
적용

7,500원

관리비

및 

이윤

(설치 및 회수비 + 소독비) ⨯ 45.24%

③부가

가치세
면   세

대여료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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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급여량 점유율 연동 조정 기준

만약 격한 경제지표의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제품

가격  여가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으

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즉, 복지용구 품목별 여량 유율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데, 그 기 은 다음과 같다22).

 
〈표 2-11〉 점유율 연동 조정률

점유율
조정률(%)

구입품목(구입가) 대여품목(월대여가)

30 ~ 40% 미만 -4 -3
40 ~ 50% 미만 -6 -4

50% 이상 -8 -5

 
이러한 유율은 최근 1년간(조정시  직 년도 10월 1일~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의 여량을 기 으로 산출하며, 여제품의 경우에는 지

액을 월 여료 산정 시 제품가격으로 나 어 산출된 것을 여량

으로 보고 참고한다. 

유율에 따른 조정주기는 1년 간격으로 매년 1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직권 재평가 시 가격은 원래 고시 액에 의 <표2-11>에 제시된 

것처럼 조정률을 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지만, 품목별로 제품수가 5개 

이하인 때에는 의 ‘ 유율 연동 조정률 표’에 의한 의 참고가격을 

산출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품목별로 제품수가 3개 과이면서 50% 

이상 유율을 차지할 때에는 구입품목 -4%, 여품목 -3%를 조정한 

액을 직권 재평가 액으로 정한다.    

22)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련 별표12.



54∙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 제품별 급여비용 증가 연동 조정기준

만약, 산정된 여비용이 시장가격 조사 결과 해당 제품과 같거나 비

슷한 제품에 비하여 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건강

호험공단에서는 직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복지용구 제품별 여비용 증가에 따른 가

격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기 은 다음과 같다23).

〈표 2-12〉 제품별 급여비용 증가 연동 조정기준

점유율
조정률(%)

구입품목(구입가) 대여품목(월대여가)
30 ~ 40% 미만 -4 -3
40 ~ 50% 미만 -6 -4

50% 이상 -8 -5

이러한 여비용 증가에 따른 조정률은 제품목록 등재일 이후 24개월

이 지난 시  이후에 용하며, 최근 1년간(조정시  직 년도 10월 1

일~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여비용과 그 년도 같은 기간의 여비

용을 비교하여 증가율을 산정한다. 

여비용의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주기는 1년 간격으로 매년 1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직권 재평가 액은 이미 고시된 액에 의 

<표 2-12>의 증가율에 해당되는 조정률을 용하여 액을 산정하도록 

하지만, 직 년도 1년간 제품별 여량( 여제품의 경우에는 지 액을 

월 여료 산정 시 제품가격으로 나 어 산출된 것을 여량으로 )이 

3,000개 이상 는 여비용 1억원 이상이 제품을 여비용 증가에 따

른 가격 조정 상으로 한다. 

23)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38조의 2 제3항 

제2호 련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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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독관리

복지용구 여심사평가 원회에 의해 제품으로 등록되어 매되고 

여되는 상품 에 여되는 품목에 해서는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행 가능한 세정 

 소독 방법을 정하고 소독 실시 사항을 기록하고 검하는 체계를 갖

춰야 한다. 

〈표 2-13〉 복지용구 소독방법 및 법령 요건

소독

방법별

복지용구사업소 

자체소독
소독전문업체에 위탁

소독 대행 복지용구

사업소에 위탁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시설‧설비기

준 충족

-세정‧소독이 가능한 소독설

비 및 공간을 갖출 것

-오염구역과 보관구역 구분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자

※한국방역협회소속 업

자 한국방역협회 홈

페이지 확인

(www.ikpca.co.k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에서 정한 시설정한 

시설‧설비기준 충족

-소독실시대장(붙임2) 기록

-소독필증(붙임3) 교부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항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공통사항
복지용구사업소는 대여제품별 소독실시 사항 기록 및 기록지 

   3년 보관 (붙임1)

소독의 시행 방법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자체 으로 소독하는 방법, 

염병 방법에 의한 소독 문 업체에 탁하는 방법, 혹은 소독을 

행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탁하는 방법 에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소독의 상이 되는 복지용구로는 수동휠체어, 동침 , 수동침 , 욕

창 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 리 트이며 소독의 기본 원칙은 다음

과 같다24).

24) 복지용구 여 상 품목 선정  여비용 산정 등에 한 세부사항 제42조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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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장 관리

 - 소독 공간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오염구역으로 리함. 

 - 소독이 이루어진 것과 아직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보 실 

 칸막이 설치로 구분하여 리함.

 - 소독 작업장은 매일 환경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함.

  2) 소독제 관리

 - 제품의 확인: 상품명, 성분의 분류,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화학  

구성 비율에 의한 성분.

 - 한 허가로 이루어진 약제인지 확인.

 - 특성의 확인: 희석방법의 명시,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로 희석하

을 때 결핵균  일반 미생물 오염방지 효과의 명확성, 최소 효과 

농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의 종류와 양, 사용방법, 소독제의 유효기

간( 시/개 시), 기구에 사용시 부식여부 등.

 - 실제 사용 조건에서 살균력과 농도: 단백질 물질에 의한 불황성화되

는 것인지 확인, 기타 비   세척제 등에 의해 불황성화 되는 것인

지 확인

  3) 직원관리 

 - 소독을 실시하는 직원은 마스크, 보안경, 장갑, 앞치마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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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독장비 관리 

 - 소독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한 매일 소독제에 침  후 세척하여 

건조한 후 사용하도록 리함. 

〈표 2-14〉 복지용구별 소독 지침

소독

구분
정의 해당품목

해당소독제의 

효능
해당소독제 희석방법 주의사항

준위험

기구

점막이나 손상

이 있는 피부

에 접촉하는 

품목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결핵균에 살

균력이 있는 

소독제

1. 알코올 70~90% 1. 소독제에 침적(10분 

이상)후 수돗물로 

헹구고 알코올로 

뿌린 후 압력이 있

는 공기로 건조

2. 소독제는 매일 희석

2. 염소화합

(chlorine 
compound)
: 락스

100ppm이상

(400배희석)

비위험

기구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

하는 물품들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작업장 환경

소독 및 걸레

(솔, 수세미)

박테리아 아

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

거하거나 감

소시킬 수 있

는 소독제

1. 4급 

암모니움

화합물

2. 암포테릭 

화합물

소독제 회사 

권장농도

1. 준 위험기구의 소독

제 사용가능

2. 소독제는 매일 희석

사.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2012년 4월부터 시행한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의 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에 

한 지정을 하게 되었다. 신청 상은 복지용구 여품목을 소독하는 복

지용구사업소  소독 문업체이며, 이러한 우수소독사업소로 신청하기 

해서는 같은 사업장 내에 복지용구 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 이 있어야 하며, 소독 작업흐

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곳으로서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이 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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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아래의 <표 2-15>에서와 같이 먼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 

수가 공고되면,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 심사 결과 미흡한 부분은 서

류를 보완하여 요청할 수 있고, 서류 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하

여 일정한 평가표로 장 조사를 실시한다. 장 조사는 신청 수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의한 조사뿐만 아니라 

표면 오염도  시료채취(세균배양검사)를 하는 등 소독 결과를 확인하

는 것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서류 심사와 장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용구 소독공정 리 지정제도 실무 의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독사업소에 통보함으로써 차가 마무리 된다. 

〈표 2-15〉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절차

절차 내용

지정공고

 ⇒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신청접수 공고 

신청
⇒ 신청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서류심사
⇒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 확인 및 검토

서류 보완 요청
현장조사

⇒ 사업소 현장 방문하여 현장조사, 소독결과 등 확인
지정심사

⇒
서류심사, 현장조사등의 결과로 ‘복지용구 소독공정관리 

지정제도 실무협의회’에서 지정 여부 심사
지정

⇒ 지정서 교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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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복지용구 산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여를 사회  연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제도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 자에게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

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 부터 고령화 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에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 을 받을 수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 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65세 미만자 에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 인 장

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25),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의료 여 수 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인

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26).

장기요양보험 여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나 의료

여수 권자 구나 장기요양 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

여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 으로 단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평가를 받아

야 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 차라고 한다.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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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여를 받으려면, 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

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한다. 그 다음으로 공단 소속 직원이 직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신청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따

라 의사 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를 장기요양등 정 원회에 제출하고, 장기요양등 정 원회의 문

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등  정을 완료하면, 이에 해당되는 요양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재가 여, 시설

여, 특별 여로 나 어진다. 재가 여는 장기요양원이 집에 방문하

여 노인을 도와주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고 하루  

일정시간을 보호해주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가 있으며, 기타

재가 여가 있다. 시설 여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

체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며, 특별 여는 장기요양시

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여는 재가 여, 시설 여, 특별 여로 나

어지는데27), 복지용구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보여지듯이 재가

여 가운데 기타재가 여에 해당하며, "장기요양기 은  제9조에 따라 

수 자의 일상생활 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하 다.

가. 복지용구 월별 급여비 현황

복지용구의 월별 여비 추이를 보면, 복지용구 여가 시행된 이후 4

년 동안 크게 네 가지 큰 변화를 엿볼 수 있다.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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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복지용구의 연간 한도액에 한 상향조정으로, 2008년 최  시

행 당시 연간 한도액 150만원이던 것을 2009년 1월에 160만원으로 상

향조정하 다. 이후 복지용구사업이 격하게 증가하는 상을 보이며, 

이러한 격한 증가에 따라 복지용구의 남용이 우려되어, 2009년 10월

에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

하 다. 그 결과 여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2-3〕 복지용구 월별 급여비 추이(2008.1~201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2011).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월별 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

한 2010년 6월 이 에는 모든 여품목에 해 구매가 가능하 으

나, 여제로 환하게 되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직  기간 동안 구

매가 격하게 증가하는 상을 보이다가 시행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으로 볼 때 구입과 여가 같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에는 부분 구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제 시행 이후 복

지용구 여액은 안정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6월에는 미끄럼방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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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세변환용구 등 남용이 우려되는 품목에 해 연간 사용개수를 제

한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 안정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복지용구 이용자 현황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이

후 복지용구 이용자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3개 년도를 비교해 볼 

때, 복지용구 이용자 수는 2009년 94,843명, 2010년 111,180명, 2011

년 116,69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면에 있어서도 2009년 32.5%, 2010년 31.9%, 2011년 32.4%로 

체 노인장기요양 여 가운데 매년 30% 이상의 비 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2-16〉 복지용구 이용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양실인원 비율 요양실인원 비율 요양실인원 비율 요양실인원 비율

계
1) 149,656 100.0 291,389 100.0 348,561 100.0 360,073 100.0 

방문요양 70,094  46.8 179,027  61.4 224,908  64.5 221,192  61.4 

방문목욕 24,209  16.2 53,985  18.5 71,561  20.5 73,600  20.4 

방문간호 4,154   2.8 8,708   3.0 8,462   2.4 7,870   2.2 

주야간보호 10,027   6.7 18,091   6.2 21,255   6.1 22,428   6.2 

단기보호 6,411   4.3 21,163   7.3 16,468   4.7 4,403   1.2 

복지용구 22,423  15.0 94,843  32.5 111,180  31.9 116,690  32.4 

노인요양시설 12,547   8.4 29,403  10.1 49,057  14.1 66,568  18.5 

노인요양시설(구법) 21,551  14.4 22,476   7.7 18,648   5.3 15,670   4.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28,105  18.8 33,812  11.6 33,449   9.6 30,409   8.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978   1.3 7,417   2.5 13,682   3.9 17,130   4.8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14,325   4.1 14,921   4.1 

주: 1) '계'의 실인원은 급여종류별 중복을 배제한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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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연도별 복지용구 이용자 수 및 비율 추이

22,423

94,843

111,180
116,690

15.0 

32.5

31.9 32.4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도별복지용구이용자추이

요양실인원 비율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 정은 인정 수에 따라 1등 부터 3등

까지 나 어지는데, 인정 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서, 심신의 기능 하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 2010

년, 2011년의 복지용구 이용자의 등 별 황을 살펴보면, 먼  1등

에서 2009년 19,445명(28.4%), 2010년 16,326명(25.3%), 2011년 

14,538명(26.4%)으로 이용자 수에서는 어드는 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율에 있어서도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2등  이용자에서도 2009년 23,002명(25.8%), 2010년 24,347명

(23.9%), 2011년 24,042명(24.3%)로 일정한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으

나, 1등 에 비해 이용자 수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등  복지용구 이용자수 황을 살펴보면, 2009년 55,249명(32.6%), 

2010년 74,777명(33.1), 2011년 84,853명(34.7)으로 이용자 수에 있어

서나 비율면에 있어서도 모두 증가하며, 그 비 도 30% 이상으로 나타

나, 복지용구 3등  이용자에 한 황을 여겨 보아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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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복지용구 이용자의 등급별 현황(전체 이용자 대비)

(단위: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1) 43,108 41,235 67,429 68,517 89,243 169,274 64,422 101,837 226,038 55,093 99,080 244,283 

방문요양 13,811 14,370 42,700 29,057 40,836 123,945 28,717 47,798 170,312 23,194 42,503 174,281 

방문목욕 6,139 5,019 13,217 11,147 13,101 33,256 11,416 16,733 49,249 9,707 15,479 53,468 

방문간호 1,597 838 1,759 3,086 2,108 4,136 2,678 2,053 4,385 2,263 1,938 4,214 

주야간보호 837 2,352 6,941 1,082 4,103 14,343 698 3,446 18,366 472 2,783 20,091 

단기보호 1,563 1,848 3,161 3,338 5,586 14,281 1,638 3,476 12,077 223 789 3,599 

복지용구 6,756 5,351 10,406 19,445 23,002 55,249 16,326 24,347 74,777 14,538 24,042 84,853 

노인요양시설 5,584 5,400 1,636 12,296 16,208 4,329 14,819 24,850 15,105 15,283 29,981 28,233 

노인요양시설(구법) 7,756 7,800 6,242 8,010 10,695 7,438 5,087 8,277 8,023 3,303 6,148 7,837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12,771 9,983 5,697 15,064 16,558 8,219 11,644 15,653 10,994 8,506 13,158 12,048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873 891 229 3,026 4,280 718 3,874 7,108 4,012 3,506 7,622 7,703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2,754 5,795 7,035 2,661 5,986 7,818 

복지용구 이용자 등급별 비율 15.7 13.0 15.4 28.4 25.8 32.6 25.3 23.9 33.1 26.4 24.3 34.7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2011년 연도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주: 1) '계'의 실인원은 급여종류별 중복을 배제한 수임.

〔그림 2-5〕 연도별, 등급별 복지용구 이용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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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년 2009년

총 요양비 요양급여비 총 요양비 요양급여비

방문요양 121,469,515 108,564,795 828,482,206 733,446,670 
방문목욕 10,506,287 9,443,367 45,686,865 40,599,423 
방문간호 1,616,440 1,454,463 6,911,398 6,194,419 
주야간보호 20,104,323 17,587,649 70,744,058 61,833,947 
단기보호 17,675,299 15,338,581 96,523,923 84,289,084 
복지용구 13,265,882 11,606,218 67,330,154 59,233,595 
노인요양시설 53,554,514 45,469,537 248,936,186 211,776,025 
노인요양시설(구법) 84,157,484 74,681,384 177,328,345 156,913,333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151,098,951 136,438,362 379,542,548 340,251,76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7,369,448 6,194,305 50,303,792 42,355,484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  -

계 480,818,142 426,778,661 1,971,789,476 1,736,893,742 
방문요양 25.3 25.4 42.0 42.2 
방문목욕 2.2 2.2 2.3 2.3 
방문간호 0.3 0.3 0.4 0.4 
주야간보호 4.2 4.1 3.6 3.6 
단기보호 3.7 3.6 4.9 4.9 
복지용구 2.8 2.7 3.4 3.4 
노인요양시설 11.1 10.7 12.6 12.2 
노인요양시설(구법) 17.5 17.5 9.0 9.0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1.4 32.0 19.2 19.6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5 1.5 2.6 2.4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계 100.0 100.0 100.0 100.0

다. 복지용구 이용자의 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요양 여비 

황을 살펴보면 <표 2-18>과 같다.

총요양비는 장기요양 요양 여에 소요되는 총비용(비 여 제외)으로서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

하는  등을 말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계연보).

〈표 2-18〉 연도별 복지용구 이용자의 총요양비 및 요양급여비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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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11년

총 요양비 요양급여비 총 요양비 요양급여비

방문요양 1,282,455,913 1,129,638,736 1,296,850,765 1,141,548,423 
방문목욕 78,676,487 69,096,672 81,181,352 71,220,899 
방문간호 6,948,706 6,175,481 6,566,526 5,793,906 
주야간보호 83,759,560 73,142,299 96,049,368 83,706,013 
단기보호 36,870,111 32,282,585 7,761,793 6,716,779 
복지용구 71,881,357 63,699,007 68,881,599 61,415,285 
노인요양시설 454,391,913 388,337,020 660,946,413 564,605,332 
노인요양시설(구법) 155,384,857 137,290,556 128,925,411 113,856,546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80,127,364 338,342,229 351,252,099 311,134,06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02,990,703 87,518,627 149,230,244 126,821,012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92,099,392 76,764,090 121,405,483 101,373,794 

계 2,745,586,363 2,402,287,301 2,969,051,054 2,588,192,050 
방문요양 46.7 47.0 43.7 44.1 
방문목욕 2.9 2.9 2.7 2.8 
방문간호 0.3 0.3 0.2 0.2 
주야간보호 3.1 3.0 3.2 3.2 
단기보호 1.3 1.3 0.3 0.3 
복지용구 2.6 2.7 2.3 2.4 
노인요양시설 16.5 16.2 22.3 21.8 
노인요양시설(구법) 5.7 5.7 4.3 4.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13.8 14.1 11.8 1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8 3.6 5.0 4.9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3.4 3.2 4.1 3.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9-2012).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그림 2-6〕 복지용구 이용자의 연도별 총요양비 및 요양급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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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요양비에서 복지용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8%, 2009년 

3.4%, 2010년 2.6%, 2011년 2.3%로 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액에 있어서는 2009년 673억, 2010년에는 718억으로 증가하 다

가 2011년에는 688억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 6월 이후 구입· 여품목 6개 품목에 해 여제품으로 환 후 

총 여액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 여비는 보험자부담 으로 총 요양비 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국가 는 지자체 부담 을 포함하여 부담한 액을 말하며, 요양 여비

에서 복지용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7%, 2009년 3.4%, 2010

년 2.7%, 2011년 2.4%로 차 감소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액

에 있어서는 2009년에는 592억, 2010년에는 636억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614억으로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라.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복지용구의 여방식은 구입방식과 여방식으로 

나 어지며, 여품목은 제정 당시에는 구입 용품목과 구입‧ 여품목으

로 구분하 다. 그러나 2010년 6월 1일에는 복지용구의 단기사용에 따

른 자원낭비 방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감하기 하여 복지용

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에서 구입· 여품목을 여 용

품목으로 환하 다28) 

복지용구 이용 건수를 기 으로 연도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표 2-19>와 같다. 

2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85호, 2009.10.1, 일부개정, 시행 2010.6.1.



68∙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표 2-19〉 연도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행태(건수 기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매 대여 구매 대여
계(건수) 59,017 322,830  238,494  204,634  260,733  497,538  

구입전용품목 　 　 　 　 　 　

  이동변기 4,157 20,487  24,166  　 24,463  　

  목욕의자 4,004 17,459  20,744  　 26,512  　

  보행차 3,048 14,529  18,324  　 19,866  　

  보행보조차 2,733 12,061  5,173  　 5,897  　

  안전손잡이 1,981 6,712  7,889  　 10,359  　

  미끄럼방지용품
1) 7,343 39,990 64,848 100,580

  간이변기 1,144 6,909  9,271  　 9,465  　

  지팡이 2,276 12,677  14,950  　 19,907  　

  욕창예방방석 1,661 8,616  13,378  　 20,944  　

  자세변환용구 5,466 19,246  15,051  　 22,542  　

구입‧대여품목2) 　 　 　 　 　 　

  수동휠체어 7,498 55,180  16,366  83,535  69  212,515  
  전동침대 4,503 48,461  14,437  68,989  79  173,092  
  수동침대 5,958 20,235  1,785  13,707  2  12,847  
  욕창예방매트리스 7,245 38,055  10,251  34,273  41  83,843  
  이동욕조 - 2,176  1,718  3,924  7  14,863  
  목욕리프트 - 37  143  206  - 378  
비율(%)3) 100.0 100.0 100.0 100.0
구입전용품목     
  이동변기 7.0 6.3 5.5 3.2 
  목욕의자 6.8 5.4 4.7 3.5 
  보행차 5.2 4.5 4.1 2.6 
  보행보조차 4.6 3.7 1.2 0.8 
  안전손잡이 3.4 2.1 1.8 1.4 
  미끄럼방지용품

1) 12.4 12.4 14.6 13.3 
  간이변기 1.9 2.1 2.1 1.2 
  지팡이 3.9 3.9 3.4 2.6 
  욕창예방방석 2.8 2.7 3.0 2.8 
  자세변환용구 9.3 6.0 3.4 3.0 
구입‧대여품목

2)   
  수동휠체어 12.7 17.1 22.5 28.0 
  전동침대 7.6 15.0 18.8 22.8 
  수동침대 10.1 6.3 3.5 1.7 
  욕창예방매트리스 12.3 11.8 10.0 11.1 
  이동욕조  0.7 1.3 2.0 
  목욕리프트  0.01 0.1 0.05 

  주: 1) 미끄럼방지용품은 매트와 양말을 포함함.
2) 6개 대여전용품목(수동‧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은 2010년 6

월 1일부로 전면 대여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통계는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지급일을 기준
으로 하고 있어 6월 1일 이전의 구입계약이 통계에 보이고 있음.

3) 010년과 2011년 비율은 구입‧대여품목을 합한 금액의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2011). 월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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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연도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행태(건수 기준, 구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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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

복지용구 가운데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구입 용품목에서는 

미끄럼방지용품으로 2009년에 약 39,990건(12.4%), 2010년 약 64,848

건(27.2%), 2010년에는 약 100,580건(38.6%)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

이고 있다. 구입‧ 여품목에서는 수동휠체어가 2009년에 약 55,180건, 

2010년 약 99,901건, 2010년에는 약 212,584건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상승 추세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

하다가 2010년에 약간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2010년 6월 이

후 구입‧ 여품목이 여품목으로 환된 이후의 변화로 보인다.

비용을 기 으로 연도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표 

2-20>과 같다. 2011년 구매제품의 여 액은 444억원, 여제품의 

여액은 244억원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가운데 여비용이 가장 큰 품

목은 동침 로, 2011년에는 약 137억원으로 체 복지용구에서 차지

하는 비 은 19.9%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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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연도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행태(비용 기준)

(단위: 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매 대여 구매 대여
계 13,264,978 67,311,332 62,082,543 10,033,876 44,407,457 24,455,923 

구입전용품목 　 　 　 　 　 　

  이동변기 500,708 2,530,052 5,392,425 　 6,940,978 　

  목욕의자 713,186 3,887,419 5,161,820 　 6,878,944 　

  보행차 471,751 1,632,962 2,784,407 　 3,797,950 　

  보행보조차 478,522 2,648,235 1,210,269 　 1,313,234 　

  안전손잡이 83,862 561,929 925,313 　 1,864,169 　

  미끄럼방지용품1) 507,547 3,178,398 5,494,956 10,147,446
  간이변기 35,992 182,711 247,900 　 233,614 　

  지팡이 61,513 468,140 772,214 　 1,140,008 　

  욕창예방방석 734,436 3,400,775 5,047,206 　 7,440,521 　

  자세변환용구 194,398 1,635,043 2,113,074 　 4,483,501 　

구입‧대여품목
2)

　 　 　 　 　 　

  수동휠체어 2,148,216 10,646,501 8,057,843 2,639,495 37,497 6,854,504 
  전동침대 1,467,787 24,634,743 18,880,272 5,366,590 111,565 13,610,057 
  수동침대 4,112,332 4,034,773 1,137,975 738,956 1,239 695,464 
  욕창예방매트리스 1,754,727 7,145,629 3,981,391 1,161,394 13,647 2,823,164 
  이동욕조 - 702,440 741,015 113,899 3,143 447,310 
  목욕리프트 - 21,582 134,467 13,546 - 25,421 
비율(%)3) 100.0 100.0 100.0 100.0 
구입전용품목

  이동변기 3.8 3.8 7.5 10.1 
  목욕의자 5.4 5.8 7.2 10.0 
  보행차 3.6 2.4 3.9 5.5 
  보행보조차 3.6 3.9 1.7 1.9 
  안전손잡이 0.6 0.8 1.3 2.7 
  미끄럼방지용품

1) 3.8 4.7 7.6 14.7 
  간이변기 0.3 0.3 0.3 0.3 
  지팡이 0.5 0.7 1.1 1.7 
  욕창예방방석 5.5 5.1 7.0 10.8 
  자세변환용구 1.5 2.4 2.9 6.5 
구입‧대여품목2)   
  수동휠체어 16.2 15.8 14.8 10.0 
  전동침대 11.1 36.6 33.6 19.9 
  수동침대 31.0 6.0 2.6 1.0 
  욕창예방매트리스 13.2 10.6 7.1 4.1 
  이동욕조 - 1.0 1.2 0.7 
  목욕리프트 - 0.03 0.2 0.04 

  주: 1) 미끄럼방지용품은 매트와 양말을 포함함.
2) 6개 대여전용품목(수동‧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은 2010년 6

월 1일부로 전면 대여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통계는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지급일을 기준
으로 하고 있어 6월 1일 이전의 구입계약이 통계에 보이고 있음.

3) 2010년과 2011년 비율은 구입‧대여품목을 합한 금액의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2011). 월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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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연도별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행태(비용 기준, 구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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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여비용 청

구내역과 실제 여내역의 일치 여부  수 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

구가 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수 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여로 인정된 제품기 과 상이하다고 단되는 경우 

련시험기  등에 합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제품을 여 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9).

  ▪ 제조·수입업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용구 여 상 제외 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 

29)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11조 2의 1항 1호-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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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 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 최근 1년간 복지용구 여비용 청구실 이 없는 제품

▪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여제품을 고의 으로 공 하지 아니한 

경우

  ▪ 련 시험기  등에 합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부 합 정을 

받은 경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 제조·수입업자가 허 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알선행  등 유통질

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그밖에 보험 여의 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도별 복지용구 여 련 제외 품목수를 살펴보면, 2012년 6월 

재까지 복지용구 여제품  사후 리 후 여 제외된 품목수는 총 

104개 품목으로, 연도별로 2009년 14개 품목, 2010년 15개 품목, 2011

년 42개 품목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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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연도별 복지용구 급여 관련 신설 및 제외 품목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설 신설 제외 신설 제외 신설 제외 신설 제외

전체 106 318 14 114 15 199 42 65 33
구입전용품목  84 228 14  70 14 146 38 46 32
  이동변기   5  18  -   4  -   9  4  3  2
  목욕의자   4  18  -   3  1  12  3  1  1
  보행차  12  23  2   2  2   9  2  8  6
  보행보조차  20  38  9  14  8  12  9  -  7
  안전손잡이  12  20  -   8  -  20  6 18  -
  미끄럼방지용품  11  40  -   9  2  30  4  3  2
  간이변기   5  10  1   2  -   6  4  -  1
  지팡이   8  26  2   5  1  36  2  9  7
  욕창예방방석   3    5  -   6  -   6  2  4  3
  자세변환용구   4  30  -  17  -   6  2  -  3
  소계

구입‧대여품목  22  90  -  44  1  53  4 19  1
  수동휠체어   5  25  -  12  -  21  1  7  -
  전동침대   4  31  -  19  -  21  1  9  - 
  수동침대   5  14  -   4  -   4  1  -  -
  욕창예방매트리스   8  13  -   8  1   6  -  3  1
  이동욕조   -   4  -   1  -   1  -  -  -
  목욕리프트   -   3  -   -  -   -  1  -  -
  배회감지기(매트형)   -   -  -   -  -   -  -  -  -
  경사로(휴대형)   -   -  -   -  -   -  -  -  -

  주: 2008년은 6월 30일, 2009년은 12월 30일, 2010년은 8월 10일, 2011년은 10월 28일, 2012년은 6월 27일 

기준임. 자세한 내용은 부록표(   ) 참조.
자료: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6.30, 2009.2.24, 2009.3.12, 2009.6.17, 

2009.12.30, 2010. 8.10, 2011.3.10, 2012.6.27)

  7. 복지용구 급여제품/업체 현황

  
가. 품목별 급여제품/업체 현황

복지용구 품목별 여제품과 업체 황을 보면 <표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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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제품/업체 현황

2011년 2012년

업체 제품 업체 제품

업체수 비율 제품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제품수 비율

전체
1) 222 100.0 667 100.0 210 100.0 682 100.0 

구입전용품목 　 　 　 　

  이동변기  19   9.0  32   4.8  17   8.1  33   4.8 
  목욕의자  16   7.5   33   4.9  16   7.6  33   4.8 
  보행차  18   8.5   58   8.7 
  보행보조차  20   9.4  40   6.0 
  성인용보행기 　 　 　  31  14.8  93  13.6 
  안전손잡이   8   3.8  54   8.1   8   3.8  72  10.6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25  11.8  84  12.6  23  11.0  68  10.0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5   2.4  18   2.7   5   2.4  17   2.5 
  지팡이  20   9.4  70  10.5  19   9.0  72  10.6 
  욕창예방 방석  11   5.2  19   2.8  10   4.8  20   2.9 
  자세변환용구  13   6.1  55   8.2  12   5.7  52   7.6 

소계 155  68.4  463  69.4 141  67.1 460  67.4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17   8.0  62   9.3  18   8.6  69  10.1 
  전동침대  20   9.4  74  11.1  21  10.0  83  12.2 
  수동침대  15   7.1  26   3.9  15   7.1  26   3.8 
  욕창예방 매트리스   9   4.2  34   5.1   9   4.3  36   5.3 
  이동욕조   4   1.9   6   0.9   4   1.9   6   0.9 
  목욕리프트   2   0.9   2   0.3   2   1.0   2   0.3 

소계  67  31.6  204  30.6  69  32.9 222  32.6 

  주: 1) 한 개의 업체에서 여러 종류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업체수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10.28, 2012.6.27)

2011년을 기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여 상 복지용구의 보험 여

액( 매  여)은 약 688억원이며, 업체수가 222개로, 업체당 평균 

여액은 약 3억원이다. 이 가운데 동침 의 업체당 평균 여액이 약 6

억8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욕창 방방석이 약 6억7천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한편 체 품목수는 667개로, 품목당 평균 여액은 약 1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욕창 방방석이 약 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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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억1천만원, 목욕의자가 약 2억원 순이었다.

〈표 2-23〉 복지용구 업체 및 품목당 평균급여액(2011년 기준)

(단위: 개, 천원)

업체수

(A)

품목수

(B)

전체급여액

(C)

업체당 

평균급여액

(C/A)

품목당

평균급여액

(C/B)

전체1) 222 667 68,863,380 324,827 103,243 
구입전용품목 　 　

  이동변기  19  32 6,940,978 365,315 216,906 
  목욕의자  16  33 6,878,944 429,934 208,453 
  보행차  18  58 3,797,950 210,997 65,482 
  보행보조차  20  40 1,313,234 65,662 32,831 
  안전손잡이   8  54 1,864,169 233,021 34,522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25  84 10,147,446 405,898 120,803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5  18 233,614 46,723 12,979 
  지팡이  20  70 1,140,008 57,000 16,286 
  욕창예방 방석  11  19 7,440,521 676,411 391,606 
  자세변환용구  13  55 4,483,501 344,885 81,518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17  62 6,892,001 405,412 111,161 
  전동침대  20  74 13,721,622 686,081 185,427 
  수동침대  15  26 696,703 46,447 26,796 
  욕창예방 매트리스   9  34 2,836,811 315,201 83,436 
  이동욕조   4   6 450,453 112,613 75,076 
  목욕리프트   2   2 25,421 12,711 12,711 

  주: 1) 한 개의 업체에서 여러 종류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업체수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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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의 복지용구 관련 
 제도 및 산업 현황30)

제1절 일본

  1. 복지용구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일본 테크노에이드 회는 매년 복지용구 시장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이 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복지용구 산업 시장규모는 총 1조 

1,184억 엔으로 년 비 94.4% 다. 2001년도 이후 시장규모는 큰 변

화가 없었는데 2008년도 융 기가 발발하면서 처음으로 감소했고 

2009년도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래 세계 경제의 향이 복지용

구 업계에 도달하기까지는 1~2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2008년 

9월 융 기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침체 여 가 복지용구 업계에도 몰

아쳤다고 볼 수 있다. 

단, 품목별로 보면 일반제품에 가까운 분야(가발, 의치, 온수세정변좌, 

승용차(좌석 시 트), 홈 엘 베이터, 안경 등, 보청기)는 년 비 

83.8%로 마이 스를 기록했으나 개호보험 상품목 분야는 년 비 

110.3%로 러스 다. 

30) 본 장에서의 복지용구는 ‘고령친화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친화용품  보험 등을 

통해 여의 형태로 매되는 경우에는 공  여제도와 함께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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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09/08

복지용구(협소한 의미) 8,655 11,603 12,773 12,823 12,334 11,849 11,184 94.4 
영역A 　 8,583 11,234 12,289 12,355 11,885 11,424 10,768 94.3 
　 ◦가정용 1,113 1,071 1,208 1,150 814 743 1,012 136.2 
　 ◦의지‧장구(넓은의미) 1,757 2,272 2,212 2,115 2,224 1,950 1,732 88.4 
　   - 의지‧장구(협소한 의미) 327 348 337 292 334 252 252 100.0 
　   - 가발 760 1,079 1,058 1,076 1,090 1,014 865 85.3 
　   - 의치 670 845 817 747 800 694 615 88.6 
　 ◦퍼스널케어관련 1,758 2,539 3,030 3,325 3,187 3,205 3,210 100.2 
　   - 기저귀 328 860 1,102 1,208 1,255 1,293 1,384 107.0 
　   - 입욕관련 187 231 279 237 209 201 210 104.5 
　    ∙입욕용품 – 107 142 141 144 145 161 111.0 
　    ∙복지시설용 입욕장치 – 124 137 96 65 56 49 87.5 
　 ◦배설 1,108 1,285 1,511 1,723 1,554 1,536 1,441 93.8 
　   - 휴대용 화장실 – 25 46 45 46 51 51 100.0 
　   - 온수세정변좌 – 1,137 1,320 1,412 1,457 1,415 1,357 95.9 
　   - 인공항문 용품 – 89 131 250 37 57 19 33.3 
　   - 기타배설관련 – 34 14 16 14 13 14 107.7 
　 ◦의류‧기기 – – 98 113 131 142 142 100.0 
　   - 의류 등 – – 30 35 41 41 41 100.0 
　   - 기기 등 – – 43 49 56 64 65 101.6 
　   - 실금팬티‧각종커버등 – – 25 29 34 37 36 97.3 
　 ◦기타 135 163 40 44 38 33 33 100.0 
　 ◦이동 기기 등 380 1,000 1,051 1,031 948 946 953 100.7 
　 ◦지팡이‧보행기 27 58 78 84 90 94 104 110.6 
　   - 지팡이 – 15 27 28 32 33 37 112.1 
　   - 보행기‧보행차 – 12 16 20 19 20 24 120.0 
　    ∙보행기 – – – – – – 6 –

　    ∙보행차 – – – – – – 18 –

　   - 실버카 　 31 35 36 39 41 43 104.9 
　 ◦휠체어 226 331 267 278 253 270 271 100.4 
　   - 수동휠체어 – 214 169 180 180 192 188 97.9 
　    ∙(개조식)휠체어 – – 52 58 60 57 62 108.8 
　    ∙(자주식)휠체어 – – 117 122 120 135 126 93.3 
　   - 전동휠체어 – 21 19 20 19 18 18 100.0 
　   - 전동삼(사)륜차 – 72 63 58 36 37 39 105.4 
　   - 휠체어용품 – 24 16 20 18 23 26 113.0 
　 ◦복지차량 등 108 582 684 650 587 564 558 98.9 
　   - 승용차(좌석 시프트) 2 249 297 279 247 214 201 93.9 
　 ◦리프트 등 19 26 19 16 15 15 17 113.3 
　 ◦기타 – 3 3 3 3 3 3 100.0 

〈표 3-1〉 일본의 복지용구 시장규모(2010년도 잠정치)

(단위: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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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09/08

　 ◦가구‧건물등 608 906 860 726 647 682 736 107.9 
　 ◦침대 414 533 491 341 271 315 386 122.5 
　   - 재택(개호향) 침대 – – 227 148 113 148 203 137.2 
　   - 의료향 침대 – – 231 173 125 132 153 115.9 
　   - 기타 침대(미분류) – – 33 20 33 35 30 85.7 
　 ◦단차해소기 – 64 51 52 46 44 43 97.7 
　   - 사행형 – 14 4 5 4 4 4 100.0 
　   - 의자식 계단승강기 – 39 32 33 30 29 29 100.0 
　   - 연직형 – 11 15 14 12 11 10 90.9 
　 ◦슬로프 – – 10 10 11 9 13 144.4 
　 ◦홈 엘리베이터 91 131 98 86 71 62 52 83.9 
　 ◦의자, 좌위유지장치 – 29 41 44 47 44 44 100.0 
　   - 기립보조의자 – – 20 21 19 19 19 100.0 
　   - 좌위유지장치 – – 18 20 25 23 23 100.0 
　   - 기타 기능의자 – – 3 3 3 2 2 100.0 
　 ◦난간 – 77 131 146 159 172 161 93.6 
　   - 거치형 난간 – – 21 24 28 32 32 100.0 
　   - 설치형 난간 – – 110 122 131 140 129 92.1 
　 ◦기타 103 72 38 47 42 36 37 102.8 
　 ◦커뮤니케이션 기기 2,489 2,921 3,476 3,613 3,655 3,471 2,710 78.1 
　   - 안경 등 2,283 2,568 3,027 3,159 3,188 3,001 2,230 74.3 
　   - 보청기 173 258 304 292 301 292 291 99.7 
　   - 시각지원용구 – – 8 10 11 13 13 100.0 
　   - 청각지원용구 – – 13 16 18 21 21 100.0 
　   - 대면 커뮤니케이션 용구 – – 11 14 13 14 20 142.9 
　   - 경보기‧신호표시기 – – 56 60 59 58 61 105.2 
　   -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력‧출력) – – 23 26 28 31 31 100.0 
　   - 기타 – – 34 36 37 41 43 104.9 
　 ◦(구)기타 33 95 – – – – – –

　   - 컴퓨터관련기기‧소프트웨어 – 11 – – – – – –

　   - 경보 시스템 – 47 – – – – – –

　   - 기타 – 37 – – – – – –

　 ◦재택등개호관련분야‧기타 428 491 434 374 390 397 395 99.5 
　   - 욕창방지용품 – 72 73 72 68 72 72 100.0 
　    ∙동적욕창방지용구류 – – 33 32 31 32 30 93.8 
　    ∙정적욕창방지용구류　 – – 40 40 37 40 42 105.0 
　   - 조작‧훈련‧식사용구류 – – 52 55 60 61 59 96.7 
　   - 레크리에이션 용구 – – 16 16 21 22 22 100.0 
　   - 환경개선장치 – – 10 11 13 13 13 100.0 
　   - 기타 – 419 283 220 228 229 229 100.0 
　 ◦기타 50 34 18 21 20 20 20 100.0 
영역B (복지시설용 기기시스템)　 27 77 48 50 44 40 40 100.0 
영역C (사회참여지원 기기 등) 45 292 436 418 405 385 376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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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에 제시된 개호보험제도 운용 련 가이드라인, 개호보

험제도 복지용구 선정 단 기 (2005년)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

(2006년) 등으로 인해 품목별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개호보험제도, 장애인 자립지원 등 복지용구 에서도 핵심 역 분야

는 2008년도부터 체로 회복 기조로 환했다.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특수 요인에 

의해 확 된 품목(개호보험제도 상품목)은 이후 제품이 추가되는 한편 

서서히 교체‧교환 수요가 나오고 있다.

핵심 역 이외의 고령자용 역은 경기침체 향을 받고 있다. 산업계 

체의 상황을 보면 사업철수, 합병, 폐업 등 사업재편과 신규참여가 동

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 까지 일본의 복지용구 산업에서 많은 제품은 

일본 자국 내에서 충족되어 왔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복지용구산업도 효율화, 합리화와 함께 외국기업과의 제휴가 본격화 되

고 있다. 일본과 동아시아간의 거래에는 부품류 조달이 심이지만, 

OEM도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벤처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과 미국/유럽간의 거래에는 부품보다는 완제품 수입

이 많다. 이처럼 일본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제휴가 속도로 퍼지고 있다. 

미국/유럽지역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계도 강하여, 일부 유럽

제품들은 아시아지역에서 조립되어 일본에 매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

남아지역과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업 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유

럽지역과는 상호 공 계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가운

데 일본 복지용구 산업계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시장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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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매처 동향 

2009년도 복지용구산업 시장동향 조사보고 결과, 각 출하처 매액

(가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는 ｢ 탈 도매｣가 11.1%, ｢

여사업자｣가 11.0%, ｢복지시설｣이 14.4%, ｢의료시설｣ 10.8%, ｢기타｣ 

52.7% 으며 의료‧복지 련 사업자 외 출하처로 옮겨가고 있다.

   〔그림 3-1〕 출하처별 판매액의 비중(가중평균치)

 

  2. 일본 복지용구 공적 급여제도의 현황

일본은 1993년 제정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진에 한 법

률”(이하 복지용구법)에서 복지용구란 ｢심신의 기능이 하하고 일상생

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는 심신장애인의 일상생활상의 편

의를 도모하기 한 용구와  사람들의 기능훈련을 한 용구  보장

구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2000년 4월에 제정된 “개호보험

법”에 의해 복지용구의 여와 여제도가 추가되어 복지용구의 범 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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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

기
G 범용(공용)기

기

H

일반기

기

H

D 
개호보험

용구

범용(공용)기기  

복지용

구

F

C

A
보

장구 일상생활용

구
E 기타 용

구

B 치료용장

구

〔그림 3-2〕 일본 복지용구의 전체구조

자료: 黒田大治郎(2008)

[그림 3-2]은 이러한 확장된 일본 복지용구의 체구조를 나타내고 있

다. 즉, Ａ는 사회복지계와 사회보험계에 속하는 보장구(補装具)이며, Ｂ

는 주로 사회보험계의 치료용장구(治療用装具)이다. Ｃ는 사회복지계의 

일상생활용구이며, Ｄ는 개호보험 용구(Ａ, Ｂ, C의 일부분)이다. Ｅ는 

Ａ, Ｂ, Ｃ 이 외의 용구이며, Ｆ는 Ａ, Ｂ, Ｃ, Ｅ를 포함하는 용구이다. 

그리고 Ｇ는 장해자 등에도 편리성이 높은 일반범용기기이며, Ｈ는 일반

기기이다.

그런데 ｢상호부조｣를 공통이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생활보호, 

노인복지, 장애인 자립지원(신체장애인복지･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정신장애인복지를 포함함) 등의 공  부조  사회복지제도로 이루어진 

｢사회복지계 서비스｣(사회복지계)와 연 보험, 의료보험, 노동자재해보상

보험 등 보험  연 제도로 이루어진 ｢사회보험계 서비스｣(사회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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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각 제도성립 근거를 달리하는 두 가지 서 시스템(sub-system)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 

자인 사회복지계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상이 되며, 세 으로 꾸려

가고 있다. 반면에 후자인 사회보험계 서비스는 제도가입자를 상으로 

하며, 그 거출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계와 

사회보험계는 모두 복지용구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시스템 상호간에 

 정합성은 없다. 공 여제도의 상자로서 한 가지 제도밖에 용

되지 않는다면 부정합한 시스템이라도 불편함은 없다. <표 3-2>는 이러

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용구의 공 여제도와 여 상 품목을 나

타내고 있다.

사회복지계의 용 상은 모든 국민이며, 상황에 다라 구나 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생활  직업 등의 조건에 따라 사회보험계

의 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체장애인이 주 상이 되는 장애인자

립지원법(사회복지계)이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사회보험계) 등의 복수

제도가 용되며, 이들 각 제도로부터 복지용구를 지 받는 개인사용자

도 지 않다. 재, 제도 간 사회보험계를 우선한다는 법조정의 규정도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의 법만 

용받는 자(자립지원법이 부분)와 복수제도를 용받는 자 사이에는 

생활자립에 격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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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장구(갱생용) 일상생활용구 치료용장구

법

률

사회

복지계

장애인자립지원법
 (신체장애인・아동대상)

장애인자립지원법( 신체장애인‧아동대상)
(대체로 １~2급을 대상)

노인복지법(대개 65세 이상)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사회

보험계

개호보험법(65세 이상)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법
선원법
국가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국가‧지방공무원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법
일고로동자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성격과

목적

(1)신체의 결손 또는 손상된 신
체기능을 보완, 대체하는 것으
로, 장애 개별로 대응하여 설계
‧가공된 것
(2)신체에 장착(装用)하여b일상
생활 또는 취학・취로에 이용하
는 것으로, 동일제품을 계속해
서 사용하는 것
(3)급여시에 전문적인 식견(의
사의 판정서 또는 의견서)를 요
구하는 것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것

(1)안전하고 용이하게 사용가능한 것으
로, 실용성이 인정되는 것
(2)일상생활상의 곤란을 개선하고, 자립
을 지원하여 사회참가를 촉진하는 것
(3)제작이나 개량、개발에 있어서 장애
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
는 것으로,  일상생활품으로서 일반적으
로 보급하고 있지 않는 것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것

치료상 필요한 것으로 질
병장애 등의 회복‧개선을 
도모한다

.

종목

의지장구(穀構造・골격구조), 座
位保持장치,　 휠체어, 전동휠체어,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맹인안
전지팡이, 의안,　 안경,　 보청기,　
중도장애인의사전달장치,  座位保
持의자(아동만), 起立保持具(아동
만),　 두부보호구(아동만), 배변보
조구(아동만)(개호보험법은 휠
체어의 일부만)

맹인용시계,　 점자타자기,　 전자조리기, 맹
인용체온계(음성식), 맹인용체중계, 시각장
애인용확대독서기,　 시각장애인용활자문서음
성읽기장치,　 보행시간연장신호기용소형송
신기,　 점자디스플에이, 청각장애인용옥내
신호장치,　 청각장애인용통신장치,　 청각장
애인용정보수신장치, 욕조(탕비기 포함),　
욕조,　탕비기,　변기,　특수변기,　특수매트,　
특수침대, PC,　특수뇨기,　입욕단가(들 것),　
체위변환기,　 중도장애인용의사전달장치, 휴
대용회화보조장치,　입욕보조용구,　  이동용
리프트,　 보행지원용구,　 주택생활동작보조
용구(住宅改修費),　 투석액가습기,　 산소봄
베운반차,　 네뷸라이저(흡입기),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전기식 흡인기,　훈련의자,　훈
련용침대,　 두부보호모,　 점자기,　 인공후두,　
수뇨기, 스토마용장구,　 Ｔ자지팡이, 봉지팡
이, 복지전화(대여), 펙스기(대여),　시각장애
인용워드프로세서(공동사용),　점자도서

건강보험법의 대상이 되는 
치료용장구,　연습용가의족

신체조건
장애가 고정되어 영속할 경우 질환‧장애가 영속하여 개조를 필요로 할 

경우
증상이 변화할 경우(급성기
-아급성기)

사용기간

일상적・계속적으로 사용하며, 내
용년수가 정해져 있는 파손소모
의 경우는 재교부／수리가 인정됨.

부정기적이며, 파손‧소모할 때까지 부정／단기간의 경우가 대
부분임.
계속 같은 종류의 것을 지급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기 타
〔사회보험계〕양쪽 급여가 가능
한 제도이지만, 신체적 상황, 사용
목적, 종목 등의 한정조건이 있음.

　 　

〈표 3-2〉 복지용구의 공적 급여제도와 급여대상 용구

출처: 黒田大治郎(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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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에서 공 으로 지 되는 복지용구의 종류는 [그림 3-2]의 

보장구(A), 치료용장구(B), 일상생활용구(C), 개호보험 용구(D)이며, 장

애인 개개인의 심신 상태에 합한 주문 제작이나 기존 제품을 부분

으로 조정한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해 후생노동

신이 정하는 「보장구의 종목, 구입 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액 산정 

등에 한 기 」(2006年)에 채택되고 있는 기 이 공  제도 체의 

공통기 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 을 가지는 시스템 이 외의 방법으로

는 복지용구를 지 할 수 없는 극히 한정 이고 편 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재활 계자들조차 보장구‧일상생활용구와 기타의 복지

용구  일반생활용품의 차이 에 한 인식은 아직 불분명하며, 재활 

체가 무 범 하며, 침투도 불충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개호보험의 복지용구대여와 보장구 급여제도의 적용관계

가. 기본적 사항

65세 이상(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 123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에 의한 경우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장애인

(이하 「고령장애인 등」이라 함)에 해서는, 개호보험(사회보험계)으로 

여되는 복지용구와 신체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계)으로 여되는 보장

구(補裝具) 사이에 복되는 종목은 개호보험으로 여 받는 것이 기본

이며, 원칙 으로 보장구로는 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장애인 등에 하여 히 보장구를 여하는 가운데 당

해 장애인 등의 요개호상태를 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령장해자 

등이 보장구의 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개호보험제도의 

취지나 개호보험제도와 신체장애인시책과의 계에 해 충분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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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개호보험법에 기 한 요개호인정 는 요지원인정(이하 ｢요개

호인정 등｣이라 함) 신청을 하도록 철 히 주지시켜야 한다.

개호보험으로 여되는 복지용구의 종목과 복되는 보장구는, 휠체어, 

동휠체어,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이며, 이들 종목은 개호보험의 보험

여로 여되게 된다. 그러나 개호보험으로 여되는 복지용구는 통상 

표 인 기존제품 에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상황 등으로 인해 

이들 기존제품으로는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의사의 의

견서나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의 정(이하 「갱생상담소의 정 등」이

라 함)에 의해 장애의 상황에 맞추어 개별 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는 고령장애인 등에 해서는, 이들 종목에 해서도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 하는 보장구로서 여할 수 있다.

나. 주의사항

개호보험과 신체장애인복지법의 운용에 있어서 고령장애인 등에 혼란

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에 유의함과 동시에 개호보험 담당

부서와 한 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호보험으로 요개호인정이나 요지원인정을 받은 재택 신체장애인에 

해서는 개호서비스계획( 어 랜)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  개호보험의 

상이 되는 복지용구 에서 선택할 것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신체상황이나 보장구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분명히 개호

보험의 상이 되는 복지용구로 응할 수 없거나 해당 복지용구로 

응해야할지 어떨지 명확하지 않아, 의학  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고령장애인 등 본인은 보장구의 여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수리한 시정 ( 町村)은 갱생상담소의 정 등에 기 하여 여가 필요

한지 불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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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복지용구와 공통되는 보장구를 희망하는 고령장애인 등이 

요개호인정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의 여 이외

의 서비스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취지를 

설명하고 요개호인정이나 요지원인정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이해를 구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고령장애인 등이 신체 상황 등으로 보아 명백히 기존 제

품으로는 응할 수 없어 주문제작 등에 의해 개별 으로 제작할 필요

가 있다고 단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보장구 여제도에 있어서, 갱생상

담소의 정 등에 입각하여, 그 필요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게 보장구 여제도에 있어서 여의 필요여부를 검토한 결과, 개

호보험으로 여되는 복지용구로 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장구를 

여하지 않고,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복지용구를 여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신청자에 하여 미리 그 요지를 설명해  필요가 있다.

보장구는 잃어버린 신체기능의 보완내지는 보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호보험으로 요개호인정이나 요지원인정이 되지 않은 고령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체상황이나 보장구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 등에 해 보장구 여제도에서 다

시 단하도록 한다.

개호보험에 의해 여된 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신체상

황이 변화하여 당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어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에는 보장구 여제도에 의해 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갱생

상담소의 정 등에 기 하여 필요성을 단하게 된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보장구의 수리 는 재교부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 해야 한다.

1) 해당 보장구를 교부받고 나서 내용년수(耐用年數)가 경과할 때까지



90∙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의 기간에는 보장구 여제도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 당해 보장구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장구를 처음 교부받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한, 당해 보장구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개호보험으로 동일한 종목의 복지용구를 여 받은 경우도 1)에서와 같

이 취 하는 것으로 하지만, 개호보험의 복지용구로 응할 수 있어서, 

당해 보장구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보장구의 교부 는 개호보험의 복지용구 여 등에 의해 재 휠체

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체상황 등으로 인해 부속품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속품이 개호보험의 상이 되면, 개호보험에 의해 

당해 부속품을 여 받을 수 있다. 개호보험의 상이 되지 않는 부속품

을 희망할 경우에는, 장애 상황 등을 참작하여 참으로 필요한지 않은지

에 하여, 보장구 여제도로 그 필요성을 단하게 된다.

개호보험으로 정해진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

양형 의료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에게는 복지용구를 여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신체상황 등으로 보아 시설이 갖추고 있는 기존

제품의 복지용구로는 응할 수 없어, 신체상황에 맞추어 개별 으로 제

작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구 여제도에서 그 필요 여부

를 검토한 후에 여할 수 있다. 한, 장애인시설 입소자에 해서는 

개호보험의 복지용구는 여되지 않기 때문에, 종 과 같이 장애인시책

에 의해 응하게 된다.

개호보험의 여 상이 되는 복지용구는, 1999년 3월 31일 후생성

고시 제93호  2000년 1월 31일 노기( ) 제 34호 노인보건복지국 

기획과장통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 신체장애인시책의 보장구는, 

1974년 6월 16일 후생성고시 제171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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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용구의 품목 분류 및 수입‧판매와 관련한 규제

일본은 1993년 제정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진에 한 법

률”(이하 복지용구법)에서 복지용구를 정의하고 있지만 구체 인 품목명

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복지용구법에서는 복지용구를  ｢심신의 기능

이 하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는 심신장애인

의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한 용구와  사람들의 기능훈련을 

한 용구  보장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용구는 국제표 을 토 로 ‘복지 련 기기 용어 원회’에

서 1995년 ‘일본복지용구 분류코드(CCTA: Classification Codes of 

Technical Aids)'를 제정하면서 분류체계가 확립되었다(김경훈, 2008). 

재 재단법인인 테크노에이드 회는 복지용구정보시스템(TAIS)에서 약 

6,100여개의 제품을 분류(10개), 분류(124개), 소분류(633개)로 분

류하여 리하고 있다. <표 3-3>는 일본의 복지용구 분류체계이다.  

복지용구  보청기, 시력보정용 안경, 시력보정용 즈, 의료용 흡입

기 등은 약사법의 용을 받아 의료용구로 취 된다. 약사법에서 의료용

구의 제조  수입 매업체는 각 제조공장( 업소)에 한 후생성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매하는 업소는 각 도도부 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본의 의료용구는 인체에 미치는 향정도에 따라 클래스 Ⅰ에서 

클래스 Ⅳ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클래스가 높을수록 규제가 엄격하다.

의료용구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다른 많은 복지용구에 해서는 업체 

 제품 수입에 한 규제가 없다. 이들 복지용구는 의료용구에 비해 신

체에 미치는 향과 부담이 기 때문에 약사법과 같이 제조  매허

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의 용 상에서 제외된 

복지용구의 안 성과 질에 한 표 화를 해 JIS가 선도하고 있다. 

JIS는 ISO규격과의 정합화를 꾀하면서 표 제작을 하고 있지만,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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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은 유럽주도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격과 생활습 이 다른 일본

에 도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 이 업계 계자  소비자에게 있

다. 2010년 4월 JIS마크 제품은 수동휠체어, 동휠체어, 핸들 동휠체

어, 휠체어용 휴 용 슬로 , 동 침 , 입욕 , 목욕용의자 등 8개 품

목이다. 

협의의 복지용구

<개호보험 대상품목> <개호보험 대상 이외 품목>
 - 랜털품목

   ∙휠체어 ∙휠체어 부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지지봉 ∙욕창예방구

   ∙체위변환기 ∙보행기

   ∙보행보조 지팡이 
   ∙슬로프

   ∙치매성 노인 배회감지기

   ∙이동용 리프트

 - 구매품목

   ∙좌변기 ∙특수뇨기

   ∙입욕 보조구 ∙간이욕조

   ∙이동용 리프트의 좌석부분 

 - 의지, 장구: 의수, 의족, 슬장구, 경추장구

 - 가정용 치료기: 투석액가습기, 
산소통운반차, 네블라이저 등

 - 자, 좌위(座位)유지장치

 - 자조구: 떠먹기쉬운 식기, 손잡이를 

굽힐 수 있는 스푼 등

 - 일상생활용구: 맹인용 시계, 상하좌우 

이동식세면대, 현관 접이식 의자 등 

 - 커뮤니케이션 용구: 음성입력음성해독기, 
휴대용 회화보조장치, 점자 디스플레이 등 

 - 레크레이션, 훈련기기: 노인용 트럼프, 
고리던지기, 컴퓨터게임, 스포츠용구, 
악기 등

광의의 복지용구

- 협의의 복지용구

- 공용품: 팻트뚜껑오프너, 홈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음성가이드, 전자조리기, 배리어

프리 주택 등

- 컨텐츠: CD녹음도서, 부음성가이드, 점자도서, 수화뮤직 등

〈표 3-3〉 일본 복지용구의 분류와 종류

  5. 개호보험 제도((Long term care) 도입 이전 복지용구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 , 일본 복지용구의 부분

은 공  여제도를 통해서 공 되었다. 공 여제도는 고령자에 한 



제3장 주요국의 복지용구 관련 제도 및 산업 현황 ∙93

제도(일상생활용구 등 여사업 등)와 장애인에 한 제도(보조기구 교

부사업, 증장애인 일상생활용구 등 여사업 등)의 두 가지로 별된

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창구와 여품목이 다른  등 구조가 복잡하

다. 이 제도로 여되는 복지용구 품목  유형 등에 해서는 정부가 

지침을 제공하 지만, 구체 인 제품, 종류, 기능, 성능 등은 국의 

3,200여개 시정 ( 町村)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  여제도

는 각 자치단체와 국가의 재원으로 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제품 

는 단일기능 제품이 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가 

었다. 한 이용자의 소득 제한이 있어 일정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여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3년 10월 1일 시행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진에 한 법률(약칭: 복지용구법)”을 계기로 복지용구사업 시

작을 한 노력이 본격화 다. 동법에서는 복지용구는 “심신의 기능이 

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도모하기 한 기기 는 보장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

로 복지용구 련 산업기반 정비와 평가/표 화, 유통시스템의 고 화 

등이 진행되어 산업이 발 할 수 있게 되었다.

  6.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및 이용 현황

2000년 4월 도입된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제도는 기본

으로 의료보험 제도와 구조가 같다. 개호보험제도는 40세 이상이 보험

료를 지불하고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개호보험제도는 서비스 비용의 90%를 보험에서 지 하며, 소

요되는 비용은 보험료와 공비에 의해 충당된다.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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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나이에 따라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로 나뉜다. 

제1호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이며,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호 피보험자는 40세이상 65세 미만의 

보험가입자로 노화가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야 한다. 

피보험자는 각 지역의 시정 에 신청하면 시측은 방문조사를 통해 등

정 한다. 요지원1은 가장 가볍고 요개호5가 가장 무거운 부문으로 

이 구분에 따라 보험 여액이 결정된다. 등 정을 받은 이용자는 어

랜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다. 어 랜은 이용자가 

직  만들 수도 있지만, 어메니져와 같은 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수도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재택 개호서비스와 시설개호서

비스로 별된다. 재택 개호서비스는 방문통원서비스(방문 개호, 방문간

호, 방문목욕, 통원개호, 통원재활, 복지용구 여), 단기입소서비스(단기

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치매 응형 공동생활개요, 주택요양

리지도 등)가 있으며, 시설개호서비스는 개호복지시설서비스, 개호보험시

설서비스, 개호요양시설서비스 등이 있다.  

〈표 3-4〉 요개호 인정자수(2009년말)

(단위: 천명, %)

연령구분 요지원1 요지원2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합계

제1호 피보험자 631 - 825 816 688 607 538 4,696

(65～75세 미만)  97 - 108 120  91  73  68 643

(75세 이상) 533 - 717 696 597 534 471 4,053

제2피보험자  20 -  22  33  24  19  21 150

총수 601 651 847 849 713 626 559 4,846

구성비 13.40 0.00 17.50 17.50 14.70 12.90 11.50 100.00

자료:http://www.mhlw.go.jp/topics/kaigo/osirase/jigyo/09/dl/h21_gai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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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서비스 종류별 수급자수 (2009년 연간 누계실적)

(단위: 천명)

연령구분 요지원1 요지원2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합계

재택서비스 수급자수 4,254 5,448 7,043 7,169 5,150 3,221 2,019 34,306

지역밀착형서비스 수급자수 21 37 532 702 809 511 257 2,870

시설서비스 수급자수 - - 453 1,174 2,280 3,015 3,085 10,007

자료: http://www.mhlw.go.jp/topics/kaigo/osirase/jigyo/09/dl/h21_gaiyou.pdf

개호보험제도에 근거하여 복지 용구 여  구입은 상품목이 각각 

정해져 있다. 복지용구 여는 12개 품목, 구입은 5개 품목이 상이다. 

복지용구의 상 종목은 후생노동 신 고시로 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의 복지용구 여제도의 원칙31)은 다음과 같다.

1) 여원칙: 이용자의 신체상황이나 요개호도의 변화, 복지용구의 기

능향상에 따라 시‧ 한 복지용구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해 여

를 원칙으로 함.

2) 매종목(원칙: 연간 10만엔 한도): 여에 합하지 않은 성격의 

것(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재이용하는 심리  항감이 수반되거나, 

사용후 형태 품질이 변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3) 실제로 소요된 비용: 복지용구 여  구입은 시장의 가격 경쟁

을 통해 한 가격에 의한 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 여의 공정가

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필요한 비용 액에 따라 보험 여하는 구조임.

  7. 개호보험 도입이후 복지용구 관련 시장환경의 변화

가. 이용자 의식 변화

개호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이 에는 노인복지제도가 행정당국에 의해

31)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0gs1g-att/2r9852000000gv5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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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어 왔다. 이용자에게 일상생활 를 해서 필요하다고 단

되는 경우 무상으로 지 되었다. 이용자측면에서는 “무상으로 지 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디자인이 나빠져도 제품을 계

속 사용하거나, 마지막에는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료

를 납부하도록 하 고, 실제로 개호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도 총액의 10%

를 부담하도록 하 다. 이 자기부담이 이용자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용자의 질문, 상담, 불만 등의 건수가 제도도입 이 에 비해 크게 증

가한 것은 복지용구에 한 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 인식의 변화에 히 응하고 새로운 요구의 발굴과 신제품‧새

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자를 심으로 한 체제구축이 요구된다. 

  
나. 유통시스템의 변화

복지용구는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한 련성이 있다. 따라서 복지

용구를 공 하는 유통사업자가 항상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고, 기기의 

피   유지보수와 같은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착형 유통시스템이 형성되어 왔다. 재 약 1,000여개의 

개호 상 과 문 이 업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사이를 연

결하는 도매업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 개호보호제도의 도입으로 복지용구를 여하기 시작하 기 때문

에 기존 유통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다. 유통시스템의 변화에 응하기 

해 새로운 임 도매(rental wholesaler)라는 업체가 생겨나 소매 과의 

제휴를 꾀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즉, 새로운 정보제공

과 새로운 로개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

히고 있고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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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고 있다.

새롭게 유통시스템이 구축되고 변화가 생기면서 복지용구 유통시스템

을 고도화하기 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지속 으로 마련되고 있다. 특

히, 소 복지용구 유통업의 연 를 통한 유통시스템의 고도화를 해 

업무제휴, 공동화, 업화, 공동구매, 수입, 상품개발, 매 진, 물류 효

율화, 이업종과의 수평연계, 제조업과 도소매업과의 수직연계, 정보에 의

한 네트워크화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활성화

2000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는 주민과 한 

계를 맺고 있는 시정 을 보험자로 하여 이용자 심, 고령자 자립지

원, 이용자 선택권 존 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연 의 

에서 이용자가 주체 으로 서비스 공 자를 선정하고 직  계약할 수 

있는 이용구조로 설계가 되기 시작하 다(엄기욱,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이처럼 지역주민에 한 포 이고, 계속 인 지원을 활성화하

기 해서는 어매니 의 역할이 요해졌다.

개호보험제도 내에서의 어매니 는 상자에게 복지용구 여를 제

공하기 하여 상자의 요개호정도  상태를 평가하여 등 을 인정하

고 이에 따라 어 랜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차를 밟고 있다. 어

랜에서 한 복지용구 제품을 선정받고, 복지용구 매  여품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속 으로 상자의 상태와 환경을 평가하며 리할 

수 있다. 이 게 일본에서 활동하는 어매니 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복지사, 개호복지사, 간호사, 보건사, 조산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등

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후생성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거쳐 자격을 수여받고 있다(Shirasaw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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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복지용구 제공 과정

자료: 후생성(2006)

라. 복지용구 유통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유통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구매자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공

제도의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 기 이 주된 구매자이었으나, 

이용자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이용자 자체가 복지용

구의 주 구매 상이 되었다. 기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지자체 등이 

여 히 구매자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용자만큼 많지는 않다.

따라서 지역 단 에서 복지용구의 보 을 진시키고 궁극 으로는 

복지용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해 복지용구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체계를 확립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즉, 복지용구 수요자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통 분야 간 정보의 공유화가 복지용구 활성화를 

한 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해 후생노동 신이 지정한 「의지장비사법에 의한 지정시험기

  고령친화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진에 한 법률」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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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 회가 설립되어 운 되고 있다. 이 회

에서는 실제 수요자로 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정하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용구의 사양, 구조, 성능 등의 정보를 국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수집,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발송하는 TAIS(Technical Aids Information System)시스

템을 운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지용구를 검색하고, 해당 

복지용구를 제작하는 기업의 정보, 개호보험 상 복지용구 등에 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한 수요자 입장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복지용구를 사용하면서 발생

한 불만사항이나 개선의견 등을 제조업자에게 달하고 향후 복지용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용구 Needs 수집  제공 시

스템도 운 하고 있다. 이 게 복지용구이용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제시

하는 복지용구에 한 의견 등을 가  최 한 그 로의 형태로 제공

함으로써 제품개발자들이 복지용구의 개량이나 개발 시 아이디어를 얻도

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마. 공적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련 시장 성장 추이

<표 3-6>에서 일본의 2010년도 복지용구산업( 의) 시장규모를 보면, 

복지용구산업 체로 1조 1,504억 엔, 년비 104.7% 다. 개호보험

제도가 실시된 2000년 이 부터 2010년 재까지 시장규모 체는 횡

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2008년과  2009년에 감소세로 환하 다가 다

시 2010년에는 증가로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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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일본 복지용구산업의 시장규모(매출액) 추이

(단위: 억 엔, %)

             년도

 분류
1993 1995 1997 1999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10/’09

복지용구(협의) 7,735 8,655 10,500 11,650 11,603 11,809 12,375 12,823 11,758 10,992 11,504 104.7

영역 A 7,701 8,583 10,347 11,347 11,234 11,298 11,912 12,355 11,333 10,576 11,091 104.9

가정용치료기 1,021 1,113 1,327 1,279 1,071 1,167 1,211 1,150 743 1,012 739 73.0

의지･장구(광의) 1,419 1,757 1,958 2,161 2,272 2,242 2,190 2,115 1,960 1,713 1,585 92.5

개인별케어관련 1,416 1,758 2,319 2,538 2,539 2,475 2,812 3,325 3,205 3,210 3,326 103.6 

이동기기 등   304 380 599 1,007 1,000 1,108 1,065 1,031 946 954 975 102.2

가구･건물 등   400 608 857 931 906 874 873 726 682 736 788 107.1

커뮤니케이션기기 2,697 2,489 2,826 2,900 2,921 2,900 3,231 3,613 3,380 2,536 3,255 128.4

재택등 개호관련 

분야･기타
  414 428 441 488 491 500 504 374 397 395 403 102.0

기 타 30 50 20 43 34 32 26 21 20 20 20 100.0

영역B(복지시설용 

기기시스템) 18 27 31 44 77 64 53 50 40 40 40 90.9

영역C(사회참가 

지원기기 등) 16 45 122 259 292 447 410 418 385 376 373 95.1

자료: 日本福祉用具･生活支援用具協会(2012년 6월판 잠정치）

한, 품목별로 살펴보면, 개호의 질을 높여주는 “개인별 어”, “커뮤

니 이션기기”를 심으로 시장이 소폭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제품에 가까운 분야(가발, 의치, 온수세정좌변기, 승용차(좌석시 트), 홈

엘리베이터, 안경 등, 보청기)의 년비는  2008년과 2009년에 감소

하 다가 2010년에는 112.7%로 증가하 다. 개호보험 상품목 분야는 

2008년부터 개 회복기조로 환하여 2010년에는 년비 103.8% 상

승하 다.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경과하 는데, 제도도입 후의 특수

(特 )에 의해 확 된 개호보험제도 상품목은 그 후 품목이 추가되었

으며, 2004년에 만들어진 개호보험제도의 운용에 한 가이드라인,  

2005년의 개호보험제도 복지용구 선정의 단기   2006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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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법의 실시 등에 의해, 품목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

로는 서서히 환매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 산업 체의 상

황을 보면  사업철수, 합병, 폐업 등 업계재편과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8. 일본의 복지용구 법적･제도적 배경

가.  관련 법률 및 정책

  1) 노인복지법(1963년)

동 법률을 통한 소득층 노인의료 무료화가 용되었으나, 경기의 침

체, 고령화의 속한 개로 재정상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1982년에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의료사업‧보험사업을 유료화하 다. 2000년에 

“개호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용 상이 제한되게 되었다. 그리고 재 

법률로 존재는 하지만 “노인보건법(고령자의료확보법)”  “개호보험법”

이 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만 노인복지법이 용되고 있어 제한

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령자의료확보법(旧노인보건법)

동 법률은 1982년에 노인보건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 개정에 

의해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기 에는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에 의한 일부노인을 상으로 노인의료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국

민의료비의 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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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982년에 노인보건법제정 이후 고령화사회의 속한 진 에 의해 안

정 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 필요성이 두되어, 2006년에 “고령

자의료확보법”로서 새로운 보건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75세이상 고령자를 “후기(後期)고령자”로 별칭하여, 별개세 로 독립

시켜 새로운 보험시스템을 용하게 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가 설립되

었다. 그러나 동 법률은 발효 후, “후기고령자”와 기타 고령자와의 형평

성문제로 사회 인 반발이 제기되어, 민주당정권에 의해 폐지가 검토되

고 있다.

나. 공적 개호보험제도

공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에 제정된 개호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

며,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하는 시정 ( 町

村)이 운 하는 강제가입 공  사회보험제도이다. 피보험자가 되면 보험

료를 납입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비용의 일부분(원칙 

10%)만 지불하고 개호서비스와 개호용품의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 

법률상에 포함된 개호용품은 일부사용료만 지불하고 임 하여 사용할 수

가 있다.

공  개호보험제도는 종래 시정 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등을 일방 으

로 정해 주는 행정주도형제도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  개호서비스 사업

자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 특징 이다. 제도상 민간기

업이나 시민참가형 비 리 조직 등 다양한 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는 <표 3-7>과 같이 제1호 보험자와 제2호 보험

자로 분류되는데, 제1호 보험자는 시정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65

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제2호 보험자는 시정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다. 제1호 보험자의 경우, 개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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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제2호 보험자의 경우

에는 보험이 용되는 개호와 지원 상태를 뇌졸 , 기치매 등 노화에 

기인되는 특정한 질병에 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표 3-7〉 피보험자 분류 

분 류 연 령

제1호 보험자 시정촌 구역 내에 주소를 보유한 65세 이상

제2호 보험자
시정촌 구역 내에 주소를 보유한 40～65세 미만이며,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

다. 복지용구법

후생노동성과・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리하는 「복지용구법(1993년 

10월 시행)」에는 복지용구에 한 기본방침,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 그 동향에 한 사항, 목표에 한 사항, 시책의 기본에 한 사

항, 사업자  시설의 개설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한 사항, 기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용구법에는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와 

신에 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는 후생노동성 소 으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과 보 에 한 조성이나 정보의 수집, 제공, 평가, 복지요구 계 인재육

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신에 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는 경제산업성 소 의 독립행정법인으로 복지용구의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등에 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용구법」을 제정한 배경과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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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용구법 제정의 배경

고령자나 장애인이 정이 든 마을이나 가정에서 가능한 한 자립하여 

극 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고령자보건복지 

추진10개년 략(골드 랜)」 등에 기 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충실과 함

께 각종의 복지용구 이용을 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국

가에서는 노인복지법 등의 「연구개발의 추진은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규정과 신체장애인 련법의  제 규정들을 기 로 하여, 연구개발에서부

터 보 에 이르는 종합 인 시책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임해왔지만, 복

지용구에 해서는 그다지 극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 으

며, 보  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을 한 기반을 정

비함으로써 고령자 심신의 특성에 기 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을 진

하고, 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신 상태에 합한 복지용구를 

보 하기 하여, 후생성(  후생노동성)과 통산산업성(  경제산업성)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진에 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 복지용구법 개요

  가) 후생 신과 통상산업 신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보 동향이나 

그 목표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한 기본지침을 책정할 것.

  나) 후생 신이 지정하는 법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 에 

한 조성이나 정보의 수집‧제공‧평가 등을 행할 것(후생 신이 지

정하는 법인은 재단법인테크노에이드 회).

  다) 신에 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는 복지용구의 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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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에 한 조성 등의 업무를 행할 것.

  라)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노인복지시설 등의 개설자는 복지용구

의 연구개발과 그 보 을 진하기 해, 각각의 책무를 다할 것.

  마) 국가는 복지용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국유 시험연구시

설을 사용하게 할 경우,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

용 가를 시가보다 렴하게 결정하도록 할 것.

  9. 복지용구의 주요 유통경로

메이커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복지용구 이용자에게까지 이르는 

유통경로는 매와 여(랜탈)로 별되며, 메이커로부터 직 매, 약국 

등에 의한 매, 개호샾이나 랜탈업자에 의한 매‧랜탈 등이 주된 경로

이다. 

개호보험의 여 상 용구(랜탈 12품목)에 해서는 도도부 지사가 

정한 지정업자로부터의 랜탈이 많다. 이것은 필요한 복지용구를 이용자

가 비용의 10%를 자기부담하여 랜탈하는 것으로, 캐어매니 (개호지원

문원)의 자문을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랜탈사업자가 

작성하는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많다. 그리고 동휠체 등과 같

이 이용자의 체형이나 장애 정도에 맞추어 사용되는 복지용구는 주문제

작에 의한 제조가 많다. [그림 3-4]는 복지용구의 이러한 주요유통경로

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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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복지용구의 주요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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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1. 복지용구 품목분류 및 수입‧판매와 관련한 규제

미국은 ISO 9999가 제정되기 10년 인 1982년에 북유럽 표 을 바

탕으로 하여 독자 인 복지용구 분류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재 국립자애

재활연구소(NIDRR,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과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ABLEDATA의 분류체계가 있다(김경훈, 2008).

미국에서 복지용구를 제조, 수입, 매하기 해서는 <연방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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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장품법(FFT&CA)>에 의해 연방 식품의약품국(FDA)에 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의료용구로 분류 되어있다. 미국은 복지용

구를 포함한 의료용구에 해 품목별 품질과 안 성에 한 기 을 정

해 그 기 에 합한지 증명하기 한 수단으로, FDA는 공인규격32)을 

정하고 있다. 복지용구와 련한 내용은 북미재활공학 회(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RESNA) 등에서 정한 자율 규격안을 FDA의 공인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 안 에 합함을 나타내는 마크제도는 같은 것은 없지만, 

FDA는 표시요건(Labelling requirement)을 정하고 제품의 유통을 모니

터링 하고 있다33).  

미국의 의료복지의 공 공  시스템에서 자주 언 되는 용어로 내구

의료용구(Durable medical equipment(DME))가 있는데, DME는 메디

어에서 공 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 되는 기기를 말하며, 그 정의

는 연방사회보장법의 Sec.1861에 기재되어 있다.  본 에서는 먼  복

지용구의 공 루트  메디 어에 의해서 공 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후 체 시장환경에 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2) Recognized Consensus Standard. ISO 표 의 일부도 공인규격으로 되어 있다. Class 
Ⅱ, Ⅲ에 해당하는 의료용구의 경우, 공인 규격의 ISO에 규격에 합하더라도 반드시 모

든 FDA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시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33) 즉 미국 FDA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무작 로 추출하여 청구서  제품불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 독일 등에서도, CE 마킹등록 목록  유통되고 있는 제품 에서 샘

을 추출하여 미국가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국 모두 제조 장 방문검사

도 수행하고 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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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exemples)

Architectural 
Elements

∙Door opening/ closing devices, door levers, lifts and 
elevators, ramps, safety equipment

Communication 
Devic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devices (AAC), 
speech synthesizers, communication boards and board 
overlays, conversation books

Tele- 
communications

∙Wireless and wireline telephones, text telephones (TTY), 
amplified telephones, talking pagers

Sensory aids
∙non‐computer based devices, such as hearing aids, 

assistive listening devices, tactile aids for the deaf/blind, 
alerting devices, Braille notetakers

Computers
∙Hardware, software, accessories, including screen readers, 

large print software,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equipment, 
refreshable Braille displays

Environmental 
Controls

∙remotely controlled door openers, telephones, lights, 
televisions

Aids to Daily 
living

∙aids for hygiene, dressing and undressing, toileting, wash, 
bathing, showering, manicure and pedicure, hair care, dental 
care, facial care, and skin care, housekeeping, handling and 
manipulating products, and orientation

Mobility
∙transportation safety, vehicle lifts and ramps, walking/standing 

aids, wheelchairs, seating systems, other types of wheeled 
mobility

Orthotics/ 
Prosthetics

∙spinal orthotic systems, upper/lower limb orthotic systems, 
hybrid orthotic systems, upper limb prostheses, upper/lower 
limb prosthetic systems, non‐.limb prosthese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ors)

Recreational/ 
Leisure/Sports

∙accessible toys, indoor games, arts and crafts, photography, 
physical fitness, gardening, camping, hiking, fishing, 
hunting, shooting, sports equipment, musical instruments)

Modified 
Furniture/ 
Furnishing

∙tables, light fixtures, sitting furniture, beds and bedding, 
adjustable height furniture, work furniture

〈표 3-8〉 복지용구 분류표(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and Research, NID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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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용구의 공급 루트

미국에서의 복지용구는 다양한 루트를 경유해서 소비자에게 공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복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특한 형식을 취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의료의 공  는 의료서비스 보험의 부 

는 일부를 공 부문이 리하고 있는 서구  일본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것들을 주로 민간에 의지한다. 미국인의 부분은 직장을 통해 민간보

험을 구입하고 있으며, 메디 어/메디 이드 등의 공 인 공 시스템은 

그것을 보완하는 치에 있다. 즉, 메디 어/메디 이드의 상자는 주로 

고령자‧신체장애인  빈곤자이다. 이와 같은 의료복지제도의 여건 때문

에 복지용구의 공 도 민간주도‧공 부문 보완의 복잡한 형태로 된다.

〈표 3-9〉 복지용구 공급시스템의 분류

구  분 복지용구 시스템

공공적 

복지공급

시스템

행정형

연방정부, 
지방자치주에 

의한 공급 

(공적연금보험)

OASDI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HI 의료보험(메디케어)

특정직업 공무원연금, 철도원연금

공적부조

SSI / AFDC, 메디케이드, 
Veterans Administrative 
Program 등

인가형
민간단체에 

의한 공급

의료보험 BS/BC, HMO 등

의료제공자그룹 PPO

비공공적 

복지공급

시스템

시장형
시장메카니즘에 

기반한 공급

상기와 같은 서비스 및 조직을 통하지 않고 이용

자의 손에 의해 제품 유통

참가형 지역주민 또는 그 가족등을 축으로 하는 공급

주: OASDHI(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제도의 재원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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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메디케어를 통한 공급

메디 어는 연방정부가 할하는 사회의료보험제도이다.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도입된 메디 어(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 한 의료서비스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 어 제도에 

한 책임을 가진 장 은 미국 후생성(Department of He미소 

&Human services)이다. 업무의 집행권한은 후생성장 에서 메디 어 

 메디 이드 센타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HCFA)으로 양되어 있다.

메디 어 서비스의 내용은 입원치료, 외래치료, 문간호의료, 재택 

어, 내구의료용구(DME)의 공  등을 포함한다. DME의 경우 80%는 

메디 어에 의해 보장되지만, 20%는 자기부담이 된다. 메디 어는 Part 

A( 원가입의 입원보장; Hospital insurance)와 Part B(임의가입의 부가

 의료보장;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의 두 제도로 구성되

어 있다. DME는 주로 Part B로부터 여되고 있지만, Part A로부터 

지불되는 경우도 있다. 연방 정부의 CMS는 메디 어 혜택 상이 되는 

내구성의료용구(DME)에 하여 그 성능이나 상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CMS는 상환 업무를 상환 행기 인 Durable medical equipment 

regional carriers(DMERCs)에 임하고, 이 기 은 CMS 규정에 따라 

각각의 상환 청구를 심사한다. 따라서 메디 어 혜택되는 DME 수 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일되어있다. 그러나 상환 가격은 물가 사정 등에

서 각 주에 따라 다르다.

DME는 내구성이 있고, 사용빈도가 많은 의료용구이다.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 으로 의사의 처방 (certification of medical 

necessity)이 필요하다. 많은 이용자의 경우 복지용구의 구입은 매처의 

직원의 추천 등을 따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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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edicare에서 커버하고 있는 DME 예

  ∙ Iron lungs, respirators,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 

machines, and 산소텐트(oxygen tents);

  ∙ 병원원 베드(Hospital beds); 

  ∙ 휠체어(Wheelchairs), including power chairs, customized 

chairs, and power vehicles (like tri-wheelers);

  ∙ Crutches, canes, trapeze bars, or walkers;

  ∙ Inhalators and nebulizers;

  ∙ Commodes;

  ∙ Suction machines;

  ∙ Traction equipment;

  ∙ Heart pacemakers;

  ∙ Infusion pumps;

  ∙ Whirlpool baths;

  ∙ Blood-testing strips and blood glucose monitors (if you are 

diabetic); and

  ∙ A seat-lift mechanism (not including the seat-lift chair).

  3. 복지용구 시장현황

공  의료보험을 통한 보험의 상자나 상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공정지원제도는 민간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장이 일  발달하 고 시장규모도 크다. 최근 복지용 소매업은 가

족소유의 약국에서 구매력(Buying power)을 갖춘 형 문  는 체

인 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규모의 약국의 경우 도매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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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고 있다. 형 문  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직  거래가 많다. 

형 문 의 진입과 인터넷 등을 통한 매 증가는 소비자의 상품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 고, 이에 따라 소매가격이 하되어 오고 있다. 

복지용구 제품 특성과 소비자의 특성으로 인해 면 매가 여 히 주

류를 이루고 있지만, 가격경쟁에 의해 복지용구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

다. 최근에는 형업체 에서 소 제조업체를 흡수 통합하여 자사제품

의 라인업을 확충하거나, 유통업체를 인수하여 매망을 구축하는 움직

임 등도 있어 과 화가 진 되고 있다. 매업자는 간단한 보수 수리 등

을 실시하지만, 동휠체어나 리 트처럼 복잡하고 고 기술을 요하는 

수리의 경우 제조업체가 실시하고 있다. 

제3절 독일

  1. 복지용구의 시장현황

가. 복지용구 시장 현황

지리 으로 보면 유럽은 4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에는 경

제 국으로 불리는 나라도 있지만 발 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들도 있어 

소한 유럽이지만 그 속에는 세계 각국의 국력을 집약한 쇼 이스처럼 

보인다. 재 유럽은 EU 가맹국이 27개국, 비가맹국이 22개국인데 이

들 각 국가들은 독자 인 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  복지제도를 지니고 

있어서 엄 한 의미에서 유럽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복지용구를 유럽에 가지고 간다고 해서 유럽에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U와 독일의 복지용구 유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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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황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EU 시장 현황

재 EU에는 체인구의 10%에 상당하는 약 5,000만 명의 신체장

애인이 존재한다. 한, 어떤 조사에서는 이동이 부자유스런 사람의 수

는 체 인구의 40%나 되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2~3배에 

달한다. 그리고 장애인 두 사람 에 한 사람은 나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할 수 없으며, 세 사람 에 한 사람은 여행을 가

본 이 없다는 조사보고가 있다(European Disability Forum, 2008).

EU의 체인구에 한 신체장애인의 비율은 2003년 11%에서 2020

년에는 17%로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European Commission, 2003). 

그리고 2000년 재 65세 이상 인구가 체의 약 15%이며, 앞으로 

2050년에는 이 숫자가 상승하여 체의 약 30%에 달할 것으로 상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경향에 근거해서 산출해 보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속히 상승하여, 2005년 재 576만 명에서 

2020년에는 8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Messe Düsseldorf 

Japan, 2010). 그리고 EU는 장애인을 한 책의 기본 틀로서 ｢

Disability Action Plan 2003-2010｣계획을 추진하 다. 이 계획은 2003

년을 ｢장애인의 해｣로 정한 것을 계기로 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그 목

은 장애인에 한 평등과 비차별화를 진하기 한 것이며, 계획의 실

행 범 는 노동시장, Barrier Free한 생활환경(제조, 서비스, 인 라, 정

보 포함), 개호  캐어(care)를 포함하며, 이 용어들이 EU 원회의 

Key-Word로 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3·2007). 

EU 벨에서, 2003년 재 시장에 공 되고 있는 복지용구의 종류는 

약 2만개이며, 시장규모는 약 300억 유로(약 42조원)로 산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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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uropean Commission, 2003; AAATE, 2003), 건강의 유지와 

진 등을 목 으로 하는 일반사회의 서비스(SSGI, Social Service of 

General Interest)까지 포함한 시장 규모는 약 680억 유로(약 95조원)에 

달한다(European Commission, 2007).

  2) 독일시장 현황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독일은 이미 1970년  반에 고령자비율이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 으며, 2010년 재 그 비율이 

21%를 상회하는 ｢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우리보다 40여년 정도 

일  ｢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련 산업부문이 이미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3-5 참조). 이와 병행하여 독일

의 복지용구 유통제도도 비교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3-5〕 세계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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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의 통계에 의하면, 50% 이상의 증 장애를 가진 인구는 650

만 명이 넘으며, 그  5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에 의한 신체장애

이다. 한, 1994년에 제정된 개호보험을 계기로 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는 사고 등의 이유로 부득이 휠체어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156만 명이 

넘으며, 이 조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휠체어 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

로 이를 포함하면 실제 휠체어 이용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독일은 복지시설이나 개호서비스산업이 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분명히 고령화사회구조임을 알 수 있으며, 각종의 사회보장개

에 의해 개인부담이 확 되고 있다고 해도 질병보험과 개호보험을 심

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세계에서도 톱클래스에 치한다.

독일의 경우, 입주형 양로시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반

로 재택개호  응 서비스는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4b). <표 3-10>은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사회복

지시설  이동개호서비스가 계속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독

일사회에서 개개인에 해 보다 극 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

음을 나타내며, 일반 인 복지용구 제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더

욱 시장이 확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3-10〉 독일의 사회복지시설과 이동개호서비스의 변천

서독 통일 독일

연도 1984년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사회복지시설 1,542 1,750 2,140 3,069 3,749

이동개호서비스 3,641 3,630 3,648 3,181 3,063

합 계 5,183 5,380 5,788 6,250 6.812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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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2000년  들어서도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입원일수가 변하지 않고, 고령자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그 다면, 

이러한 입원요양의 경향이 향후에도 이 로 지속될지 궁 하다.

〈표 3-11〉 독일의 예방･재활시설 수

내용 2002년 2006년

총시설 수 1,343 1,255

예방‧재활용 베드 수 184,635 172,717

주민 10만명당 베드 수 224 210

평균입원일 수 25.5 25.6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나. 복지용구 시장 규모

독일의 경우 복지용구시장의 지출규모를 산정하기 해서는 보험 여 

부담과 개인의 지출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 없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도 복지용구에 한 보험 여의 지출

은 4억 유로(6조 5,800억 원)로, 2006년도에 비해 5.3% 증가하 다. 

복지용구분야는 수출신장세가 두드러져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의 

수출은 13% 증가세를 기록하 으며, 주요 무역상 국은 EU제국이다

(SPECTARIS, 2008a; Gossens, 2008:3).

더욱이 복지용구의 경우는 독일 제조업연맹이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

고 있어 복지용구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몇몇 제조업연맹이 출간한 보고서에서 비교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부문횡단  통계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표 인 연맹

인 학계, 의학계  자공학계 제조업연맹인 SPECTARIS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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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1억 유로 이상인 기업은 2개사

에 불과하고, 2,0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 미만의 매출액을 지닌 기업도 

수 개사가 있으며, 거의 부분의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들이다(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5). 그러나 독일 복지

용구시장 체 매출액 가운데 75%는 10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의 독일 의료기구  복지용구산업의 총매출액은 186억 유

로(약 26조원)에 달하며, 이는 2007년도 매출액에 비해 6% 상회한 수

치다. 이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는 1,246개이며, 종업원 수는 98,000

명으로 2006년에 비해 3% 증가하 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18만 

유로(2억 5,200만원/1유로≒1,400원)이다.

이 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2007년도의 체생

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율은 64%(2005년도는 51%)이며, 주된 무역상

국은 EU제국과 북미지역이다. EU제국으로의 수출이 체의 41%를 

차지하고, 북미지역으로의 수출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한, EU제국

으로부터의 수입은 체의 35%, 북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28%에 이

르고 있다(SPECTARIS, 2008a; SPECTARIS, 2008b).

다. 의료 및 보험제도 규모

독일의 의료  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시스템 의 

하나이다. 독일의 의료  보건기 에는 400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

으며, GDP의 10.7%가 의료비로 지출된다. 2008년도의 GDP가 2조 

4,920억 유로를 기 로 할 때, 독일의 의료  보건 련 시장 규모는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666억 5,000만 유로(약 374조원)

에 상당한다(GTAI, 2009). 



118∙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표 3-12〉 독일의 보건관련 지출 추이

(단위: 억 유로)

연 도 2000 2002 2004 2006 2008

금 액 2,124 2,281 2,335 2,450 2,666

자료: 독일통계국

독일의 복지용구에 한 지출액의 3분의 2는 법정질병보험(GKV)에 

의해 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정질병보험 측의 지 액통계를 기 로 

하여 어느 정도 실제의 시장규모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 법정질병보험

(GKV)의 통계는 후술하는 복지용구목록(HMV)에 따라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법정질병보험 에 하나인 

GEK(Gmünder Ersatzkasse: 그뮌더 임의질병보험 고)가 자사통계를 

근거로 해서 추계한 2003년의 법정질병보험의 복지용구에 한 지 총

액은 35억 755만 유로이다. GEK의 피보험자 수는 독일 법정질병보험

체의 피포험자 수 7,010만 명 가운데 14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보험사

로 법정질병보험 체가 지 한 35억 755만 유로 가운데 7,007만 유로

를 GEK가 지 한 액이다(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5). 그리고 

질병보험으로부터 복지용구에 한 지출은 2010년 반에만 30억 유로

(약 4조 2천억 원) 이상으로, 2009년에 비하면 3.14% 증가하 으며, 질

병보험 체지출의 3.0%에 해당한다(Messe Düsseldorf Japan, 2010).

독일연방통계청은 복지용구를 독립된 제품그룹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

지만 다행히 휠체어만은 제조업의 일환으로 <표 3-13>과 같이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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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독일의 휠체어 제조실적

단위 2001 2002 2003
2003

(기업수)

휠체어 및 

환자‧신체장

애인용차량

수동
개 103,550 102,586 88,500

 7
1,000€  70,818  80,382 70,377

자동
개  25,169  25,694 17,750

10
1,000€  82,956  90,450 67,726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04): Produktion im Produzierenden Gewerbe

라. 금후의 동향과 전망 : 고령화의 진화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의 진 에 따라 앞으로도 유럽

제국에서 개호 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표 3-14〉 유럽제국의 개호관련 비용의 GDP 비율

국가명 2004년 2050년

EU 25개국 0.9% 1.6%
스웨덴 3.8% 5.5%
필란드 1.7% 3.5%

이탈리아 1.5% 2.2%
덴마크 1.1% 2.2%

슬로베니아 0.9% 2.1%
독일 1.0% 2.0%

자료: EU Commission

요즘 유럽에서는 ｢병원보다는 자택｣이라는 경향으로 발 되고 있다. 

그 게 함으로써 입원하는 시간을 단축하며, 환자가 일상 생활환경 속에

서 개호나 재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의 커다란 경향으로서 ｢

서비스의 민간으로 이행｣이 진 되고 있다. 즉, 지 까지 공공기 이 제

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업으로 이 하고 있어서 기업간 경쟁이 더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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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것으로 상된다.  EU에 가맹제국간에 규제의 통합과 조정이 진

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불충분한 상황이다.

SPECTARIS 산업 회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 개인부담 련: 장애인나 환자의 3분의 2는 련 (간단한) 복지용구의 

기능과 서비스가 좋다면  그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

이 많아도 좋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 유통 련: 문 은 최종소비자에게는 매우 요한 존재이지만, 문

인 사용설명의 필요성이 은 제품의 경우에는 량 매 이나 인

터넷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메이커 는 제품 련: 복지용구는 문성도 높고 고액인 니치(niche)제품34)

과 양산‧ 가제품으로 이극화가 진 되고 있다(SPECTARIS, 2008b).

  2. 복지용구목록(HMV)의 개요 및 등록절차

가. 복지용구목록(HMV)의 개요

독일의 복지용구 유통제도 가운데는 의료용  개호용 지정복지용구

목록(Hilfsmittelverzeichnis, 이하 HMV 는 복지용구목록이라 함)이

라는 특별인증제도가 있다. 독일에서 복지용구를 매하려고 할 경우에 

반드시 복지용구목록(HMV)에 등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HMV에 등록되게 되면 공 보험인 법정질병보험(GKV)의 여 상품목

으로 승인되게 되며,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과 동시에 제조업

자 측에서도 큰 이익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복지용구목록(HMV)은 독

일의 복지용구시장에서 근원 인 역할을 하고 있다.

34) nitche product는 일반제품군의 구분을 세 하게 연령별, 성별, 직업별 특정 상황에 맞춰 

소비자를 특화시켜 이들에게 가장 합한 것을 개발하여 만들어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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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MV의 등록을 신청하기 해서는 매우 복잡한 각종 증명을 

해야 하는 한편, HMV 자체가 매우 다방면에 걸친 제품그룹을 망라하

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복지용구를 매하기 해서는 EU에서 규정

하고 있는 CE마크35)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정질병보험은 독일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복지용구의 90%를 조달하

고 있으며, HMV에 등록되어 있는 복지용구만을 그 상으로 하고 있

다. 그러므로 시장에 나오는 부분 복지용구는 HMV에 등록되어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 독일의 복지용구목록(HMV)에는 약 

15,000 가지의 제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처방이 가능한 것과 보험 부담

이 가능한 것이 명기되어 있다. 여기서 해당제품의 시장성도 알 수 있다. 

HMV의 작성목 은 모든 계기 (특허, 서비스제공자, 의사, 보험

계자 등)에 알기 쉽게 주지시키기 한 것이다. HMV에는 처방 가능한 

제품이 망라되어 있으며, 각각의 제품에 한 설명과 품질기  뿐만 아

니라 어떠한 질병증상이나 상황에 사용하여야 되는지에 한 설명이 기

술되어 있다. 

HMV에는 재활용 보조기구와 개호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의료보험

의 의과서비스부문의 검사에 의해 HMV에 한 등록이 결정된다. 

HMV의 구성은 제품 그룹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의 REHADAT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www.rehadat.de). 그리고 제품의 

HMV 등록은 많은 수의 의사나 의료종사자가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제품의 구입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매 략을 해서도 

35) ｢CE｣는 불어로｢Conformite Europeenne｣( 어는 European Conformity)의 약자이다. 
CE마크는 EU지역에서 매되는 지정제품에 의무 으로 부착해야 하는 안 마크이다.  
CE마크는 제품이 ｢EU지침｣(directives)의 필수안 요구사항에 합함을 의미한다. 제품

의 제조업자(수입자) 혹은 제3자기 이 소정의 안정성평가를 실시하 음을 의미하기 때

문에 제품이나 포장  첨부문서에 CE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EU역내에서 자유로

운 매와 유통이 보증된다. CE마크 표시는 모든 제품에 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EU지침｣에 의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에만 부착이 의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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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법정질병보험의 가격보 을 문제로 하지 않는 병원이나 도매상 등은 

이론 으로는 취 제품이 HMV의 등록여부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

러나 부분 문 도 기본 으로 HMV에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제품

만을 취 하고 있으며, 외로 간주되는 것은  새로이 개발된 제품

이어서 아직 HMV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민간보험회사도 그 

부분이 HMV에 의거해서 복지용구의 가격보 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

서 독일시장에서 제조업체나 문 을 개업하려고 할 경우 HMV에 의

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나. 복지용구목록(HMV)의 법적 기반

복지용구목록(HMV)의 작성은 사회법 (Sozialgeselsetzbuch, SGB) 

제5부 사회  보증권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MV는 질병보

험의 앙조직(Spitzenverbäande der Krankenkassen)이 공동으로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질병보험의 앙조직에 의해 효과가 보

증된 의료기기가 고정가격이나 부담 액표시로 망라되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앙조직은 목록을 정기 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갱

신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연방 보｣(Bundesanzeiger)에 공시하여야 한다. 

HMV에 등록을 인가받기 해서는 무엇보다 먼  제품의 품질, 합목

성  경제성의 확보를 제조건으로 하고 있다(§126). 한, 제조업

자는 고객인 환자의 보조를 해서 주고받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할 

것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제 조건은 일과성의 것이 아니라 정기 으

로 이루어지는 HMV 갱신 시에 다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인가를 

받은 후에 제조업자가 인가 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된 

경우에는 인가가 즉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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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은 개개의 지정복지용구의 가격  설정도 규정하고 있다

(§127). 이 규정에 의하면, 질병보험의 앙조직은 각 제조자단체와의 

정에 기 하여 보험에 의한 부담액(보험 여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제조업자가 각각의 제품에 해 질병보험연맹과 개별 으로 부담액을 결

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정에 기 한 부담액보다도 질병보험 

측의 부담이 작아야 한다.

한, 각각의 분류에 있어서 정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도 앙조

직의 의무이다(§127[3]). 이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비싼 제품을 여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가격으로 표시되는 것은 목록에 

게재되어 있는 동종제품 에 싼 쪽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그리고 사회법 은 복지용구품목에 게재되어 있는 각 제품의 품질보

증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139). 이 때문에 복지용구목록에 게재되기 

해서는 일정한 품질수 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해서 질병보험

의 앙조직은 심사기 으로서 ｢ 앙조직 의료부문(Medizinische Dienste 

der Spitzenverbäde der Krankenkasse, 이하 MDS라 함)｣을 설립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MDS에 의한 심사기간이나 순서는 법령으로 정

해져 있으며, 앙조직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2003년 11월 14일에 제정된 ｢법정질병보험근 화법(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GMG)｣에 따

라 사회법 의 §139a부터 §139c까지가 추가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심

사기 으로서 ｢보험 생품질 리기구(Institut fü Qualitä und 

Wirtschaftlichkeit im Gesundheitswesen)｣가 신설되게 되었다. 이 기

구는 연방후생성의 할 하에 있으며, 복지용구의 의학  는 요법상

(療法上) 효과를 항상 심사하고, 특수한 제품에 해서는 개별 으로 심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법 과 병행해서 의료기기법(Medizinprodukt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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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G)이 복지용구목록에 한 상세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1994년 8월 10일에 제정되었는데, 의료제품에 한 EU지침 (93/42/EWG)

를 독일국내법에 거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특히 EU의 제품기 인 

CE마크 취득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다. 복지용구목록(HMV)의 다양성

HMV는 술한 바와 같이 질병보험의 앙조직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 으로는 완 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독일의 

연방제라고 하는 정치체제에 기인하고 있다.

심사기 으로서 MDS( 앙조직의료부문)는 그 아래에 ｢질병보험의료

부문(Medizinische Dienste der Krankenversicherung, 이하MDK)｣을 

배치하여 독일 국을 16개 구역으로 나 어 통 하고 있다. 각 구역은 

거의 연방공화국의 주(州)와 일치하고 있지만, 베를린과 란덴부르그 2개 

주가 하나의 구역으로 취 되고 있는 한편, 노르트라인과 베스트팔 주가 

노르트라인과 베스트팔 -립페라고 하는 2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들 질병보험의료부분(MDK)은 주로 HMV에서 제외된 복지용구에 해서 

개별 인 특수증례(特殊證例)를 심사하여 보험부담율을 확정하기 한 감정

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HMV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상품의 심

사를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메이커(제조업자)가 어느 지역에 등록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HMV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목록(HMV)의 이념

HMV에 의해 규정되는  복지용구의 이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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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수 까

지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 직업생활･사회생활･여가에 한 부담경감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의료 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취 하기 쉽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 가정  일상 생활권에서 이용하기에 합할 것 등이다.

마. 복지용구목록(HMV)의 등록절차

  1) 메이커의 인증

의료제품법에서 ｢메이커｣ 란 의료제품의 디자인, 제조, 포장  등록

을 자기이름으로 행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메이커는 

반드시 실제의 제조업자일 필요는 없다. 를 들면, 자기상표  로고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하는 매자, 공 자 는 오리지날 제품의 라이센

스 취득자라도 상 없다. 이 때문에, 구조상은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서

로 다른 메이커가 각각의 다른 제품명으로 매할 경우에는 다른 제품

번호로 HMV에 등록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하나의 메이커가 동일한 

제품을 다른 명칭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료기기 메이커는 항

상 응하는 EU의 기 에 부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메이커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신청을 해  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리인은 상법에 기 하여 등록되어 있는 EU역내의 자연인이나 법

인이어야 한다. , 리인은 메이커의 이름을 사용하여 행 를 하고 있

음을 명확한 형태로 메이커로부터 임받아야 한다. 게다가, 련 법률에 

기 한 의무를 지고, 청이나 기타의 담당기 에 해 응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한다. 리인을 간에 넣는 경우에도 메이커는 HMV에 그 명칭

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받은 리인의 명칭은 제품의 시장공

을 그 리인이 자기 상표나 명칭으로 행할 경우에만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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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에 소재하는 메이커는 법 인 책임행 에 있어서 (메이커의) 

리행 를 하는 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리행 를 할 수 있다. 

첫째는, 리인이 되는 기업이 해당제품을 자기 이름  상표로 매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리인 자신이 등록신청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

차는 국내신청과  같다. 

둘째는, EU 역외의 메이커가 직  자기명칭이나 상표로 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사이름이 HMV에 등록되게 되지만 각 메이커는 제조

업자에 한 EU지침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법 인 책임은 

이 경우에도 임명된 리인이 져야 한다.

역외 메이커가 리인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수입업자가 의료제품법

상의 메이커로 간주되게 된다.

  2) 메이커의 명기(明記)

HMV는 제품의 품질보증일 뿐만 아니라 제품공 의 투명성을 보증하

기 해서도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HMV에는 제품의 명칭이나 구

조상의 특징 외에 메이커도 기재되어 있다. 질병보험의 앙조직은 새롭

게 인증신청을 하는 제품에는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포장을 비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HMV에 등록되기 해서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아래의 장소에 제조자의 명칭과 제품에 한 책임을 질 기업의 명칭, 소

재지를 밝힐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1) 제품의 표식  라벨

  (2) 사용상의 주의  취 설명

  (3) 제품에 부속하는 모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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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용구목록(HMV)의 분류

HMV에 등록되는 제품은 <표 3-15>와 같이 분류되어 있다. HMV

에 등록된 제품은 각각의 분류에 따라 10자리의 정리번호에 의해 정리

되게 된다. <표 3-15>에 열거한 제품그룹의 번호는 그 처음 두 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사용형태나 제품의 형상에 따라 세분류되

며, 마지막 세 자리는 상세분류 내부의 제품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표 3-15〉 복지용구목록(HMV)의 품목분류

복 지 품 목

01 흡인기기(Absauggeräe) 18 환자 및 장해자용차량 

(Kranken-/Behindertenfahrzeuge)
02 생활순응보조(Adaptionshilfen) 19 환자개호용품(Krankenpflegeartikel)
03 점약보조(Applikationshilfen) 20 취침보조기구(Lagerungshilfen)

04 입욕보조(Badehilfen) 21 체조 및 운동능력측정기(Messgeräte für 
Köperzustände/-funktionen)

05 붕대(Bandagen) 22 동작보조(Mobilitäshilfen)

06 조사기기(Bestrahlungsgeräe) 23 인공보장구 및 副子・부목(결번) 
(Orthesen/Schienen)

07 맹인보조기기(Blindenhilfsmittel) 24 의지(의수와 의족, Prothesen)
08 인레(Einlagen, 아말감) 25 시력보조（안경은 제외, Sehhilfen)
09 전자자극장치(Elektrostimulationsgeräe) 26 착좌보조기구(Sitzhilfen)
10 보행보조(Gehhilfen) 27 인공성대 등의 통화보조기구(Sprechhilfen)
11 대욕창용기기(Hilfsmittel gegen Dekubitus) 28 기립/직립보조기구(Stehhilfen)
12 대기관지염용기기(Hilfsmittel bei Tracheostoma) 29 스토마 관련기구(Stomaartikel)
13 보청기(Höhilfen) 30  副子･부목(欠番)(Schienen)
14 흡입 및 호흡치료기기(Inhalations- und 

Atemtherapiegeräte) 31 靴(구두, Schuhe)

15 요실금대책(Inkontinenzhilfen) 32 치료용 운동보조기구(Therapeutische 
Bewegungsgeräte)

16 커뮤니케이션보조(Kommunikationshilfen) 33 배설보조(Toilettenhilfen)
17 압박치료용 복지용구(Hilfsmittel zur Kompressionstherapie) 99 기타(Verschiedenes)

개 호 품 목

50 개호부담 경감 목적의 개호용품

(Pflegehilfsmittel zur Erleichterung der Pflege)
53 고통경감목적의 개호용품(Pflegehilfsmittel zur 

Linderung von Beschwerden)
51 신체개호 및 위생목적의 개호용품

(Pflegehilfsmittel zur Köperpflege/Hygiene)
54 용도가 정해진 개호용품(Zum Verbrauch 

bestimmte Pflegehilfsmittel)
52 자활 및 생동성향상 목적의 개호용품 (Pflegehilfsmittel 

zur selbstständigeren Lebensführung/Mobilität) 98 기타 개호용품(Sonstige Pflegehilfsmi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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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실내  도로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동 휠체어로서 등받

이의 각도조 이 30도까지 가능한 제품은 18.50.01.1000~18.50.01.1999

까지의 제품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표 3-16>과 같이 이

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계단 등의 단차를 해소하는 승강기의 제품번호

는 18.65.01.1000~18.65.01.1999까지로 되어 있다.

〈표 3-16〉 휠체어의 10자리 품목분류

18. 50. 01. 1 000-999

휠체어
실내 및 

도로상
수동

등받이의 각도조절이 

30도까지 가능

개별 품목의 

번호

  4) 기술기준

심사에서 분명히 해야만 하는 제품의 기술기 은 크게 세 가지 벨

의 규격으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즉, (1) 국제 인 벨의 ISO 규격, 

(2) EU 벨에서 채택되고 있는 EN 규격, (3) 독일 독자의 규격인 

DIN 규격이 그것이다. 세 가지 규격의 내용이 완 히 동일한 경우도 있

는가 하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어느 규격을 참고해야하는가는 

신청하는 제품에 따라 다르다.

개별 복지용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규격은 동업건강보험연방연합회

(Bundesverband der Innungskrankenkassen, IKK)의 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36). 규격은 복수로 규정되어 있어서 각각의 거

는 서로 복잡하게 뒤얽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에 해 자세히 확인

36) 신청 시에 증명이 필요한 규격은 아래 두 가지 홈페이지에서 각각 주문할 수 있다.
    - 보이드출 사(Beuth Verlag): http://www.beuth.de/index.php
    - VDE출 사(VDE-Verlag): http://www.vde-verla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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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표 3-17>에서 휠체어에 용되는 필요규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표 3-17〉 휠체어에 적용되는 규격목록

규격번호 타이틀 출판년월 

DIN 13240-1 휠체어; 구분 1983年12月

DIN 13240-2 휠체어; 용어집 1983年12月

DIN 13240-3 휠체어의 서비스 1994年8月 

DIN 13249 장애인용 자동차 요구사항 1993年1月 

DIN 32983 휠체어이용자 및 기타 보행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설치하는 

승강장치 –기술안전상 요구사항 및 심사
1998年6月 

DIN 75078-2 장애인이동용차량(BTW)–제2: 백업시스템; 용어, 요구사항, 심사 1999年10月

DIN EN 12183 인력으로 구동하는 휠체어–요구사항 및 심사수순 EN 
12183: 1999의 독일어판 

1999年11月

DIN EN 12184 전동휠체어나 장애인용 전동차량 및 부속의 충전기기– 

요구사항 및 심사수순 EN 12184: 1999의 독일어판 
1999年11月

DIN ISO 6440 휠체어명칭、용어정의 ISO 6440: 1985와 일치 1994年1月 

DIN ISO 7176-1 휠체어; 정적 안정성에 관한 규정 ISO 7176-1: 1986과 일치 1992年11月

DIN ISO 7176-3 휠체어; 브레이크효과에 관한 규정 ISO 7176-3: 1988과 일치 1992年11月

DIN ISO 7176-5 휠체어; 촌법, 중량 및 회전역에 관한 규정 

ISO 7176-5: 1986과 일치
1992年1月 

DIN ISO 7176-6 휠체어; 전동휠체어의 최대속도, 가속도 및  감속에 관한 

규정 ISO 7176-6: 1988과 일치 
1992年5月 

DIN ISO 7176-9 휠체어; 전동휠체어의 기후에 준하는 시험: 
ISO 7176-9: 1988과 일치 

1992年1月 

DIN ISO 7176-10 휠체어; 전동휠체어의 장해극복 가능성에 관한 규정 

ISO 7176-10: 1988과 일치 
1992年1月 

DIN ISO 7176-11 휠체어– 제1부: 시험인형 (ISO 7176-11: 1992) 1995年5月 

DIN ISO 7193 휠체어의 최대총: 촌법 ISO 7193: 1985와 일치 1994年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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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로는 기타의 모든 복지품목에 련되어 온 체격이나 체  등

에 한 규격

  (2) 표 인 인간의 힘과 련한 규격

(3) 복지품목과 계없이 규정되는 기기안 성에 한 규격이다.

  5) 구체적인 신청절차

제품의 HMV 등록신청은 Bergisch Gladbach나 Berlin에 소재하는 

아래 주소의 동업건강보험연방연합회(IKK) 연방본부에서 할 수 있다.

Der IKK-Bundesverband in Bergisch Gladbach: 
IKK-Bundesverband 
Friedrich-Ebert-Straße / TechnologiePark 
51429 Bergisch Gladbach 
Telefon: 02204 / 44-0 
Fax: 02204 / 44-185 
E-Mail: IKK-Bundesverband@bv.ikk.de

Der IKK-Bundesverband in Berlin: 
IKK-Bundesverband 
Berliner Büo 
Hegelplatz 1 
10117 Berlin Mitte 
Telefon: 030 / 202491-0 
Telefax: 030 / 202491-50 
E-Mail: ikk-bv-BerlinerBuero@bv.ikk.de

신청 시에는 각 제품그룹마다 요구되는 필요정보를 기록한 서류를 작

성하여야 한다. 특정한 신청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신청 차의 간

소화를 해 필요정보항목을 망라한 양식이 비되어 있다. 이 서식은 

IKK 국연합회에 직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http://www.ikk.de/). 그리고 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에 주의해야 한다.

○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은 다음과 같다.

  ▪ 메이커(유통･수입업자･ 리인)의 명칭과 주소 등

  ▪ 품목명(HMV에 기 한 제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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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사용 상세내역(구조, 사용원재료 등)

  ▪ 의료용 용도의 설명

  ▪ 치료에 이용한 경우의 효과에 한 설명 혹은 증명

       - 의료‧치료효과는 과학 인 연구나 문가의 진단‧감정에 의해 

증명됨.

       - 법 으로는 해당제품이 의료‧치료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입증

만 필요함.

  ▪ 사용에 동반하는 리스크 등(부작용, 안 리스크, 사고리스크)

  ▪ 기술품질  기능에 한 감정서, 시험결과

    ▪ 제품에 유효한 규격이나 법규의 열거(의료제품법, 자 장애방

지법, 제품안 법 등)

  ▪ 안 성증명 등(TÜV37)나 VDE의 인정증명, 구조시험 증명 등)

     - 기능성과 안 성에 해서는 CE마크가 증명해 .

     - CE마크는 해당제품의 험도(미소, 정도, 고도)도 표시하고 있음.

       - CE마크는 해당제품의 기능성을 증명하고 있어 보험기 의 검

사가 생략됨.

  ▪ 사용취 설명서(독일어로 작성해야 함)

  ▪ 문업에 한 가격

  ▪ 최종소비자에 한 매가격

  ▪ 기존 제품의 보충품인지 어떤지. 보충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명

  ▪ 상제품의 형식번호 등이 이미 인증되어 있는지 어떤지

    ▪ 부속자료: 팜 렛, 제품자료, 가격표, 부속품리스트, 안 성증명, 

기술도면, 제품견본이나 그림

37) TÜV란 "Technischer Uberwachungs Verine .e.V " 다시 말하면 "기술검사 회"로서 

독일 연방의 품질보증체제의 심 인 문기 이고 정부 공인의 검사기 이다. TÜV 
hannover/Sachsen-Anhalt, TÜV Nord. TÜV Hessen, TÜV Bayern Sachsen이 공동

으로 TÜV Product Service Gmbh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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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부속 계서류

  ▪ 신청서류  부속 계서류는 각 2통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e-mail 

등 신정 차에 따르지 않은 신청은 수리되지 않음.

  ▪ 모든 제품과 모든 생제품은 원칙상 개별 으로 신청서식을 기입

하고, 개별로 신청할 필요가 있음. 그 때, 제품변형 등에 의한 품

목의 개별 인 차이가 미세하여 카탈로그 상의 제품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장의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시리즈제품의 경우에

는 제품마다 명확한 형식번호를 명기할 필요가 있음. , 컴포 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든 최종제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됨.

  ▪ 기입이 불완 한 신청서류는 수리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함. 신청

서식의 모든 항목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나 특정항목이 그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그 이유나 코멘트를 기입할 

필요가 있음.

○ 신청

  ▪ 신청은 원칙 으로 모두 독일어로 하게 되어 있음. 엄 히 말하면 

독일어 이외의 언어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심사기 에 해당문서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번역한 것을 제출해야 함.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번역자 혹은 심사기  측의 탁

에 의한 번역자( 는 통역자)의 번역(혹은 통역)을 이용할 수 있음.

  6) 필요서류 

아래에는 서류작성에 한 주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바

와 같이, 서류를 제 로 구비하지 않으면 반송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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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할 필요가 있다. 서류의 순번은 신

청서식의 지시내용이나 지시된 규칙에 따르며, 제품 각각의 신청과 

각 문서에 한 응이 명확해야만 함.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심사기 이 요구하는 서류는 모

두 첨부해야 함. 서류가 불완 한 경우에는 빠뜨린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이 불완 한 경우에는 모든 수속을 완료할 수 

없음.

  ▪ 제출하는 서류나 증명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한, 신청해야 할 

제품의 사양과 완 히 동일한 제품의 증명이어야 함. 다만, 이미 

HMV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과 동일한 형식의 제품을 다시 신청할 

경우처럼, 과거의 심사결과를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

명을 재출할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심사를 실시

한 독립심사기 에 새로 신청된 제품의 과거 심사결과를 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으면 됨.

  ▪ 신청 상이 되는 제품은 이 의 유통기간이나 지 까지 건강보험 

여의 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상 없이 모든 증명서는 최신

의 의학기 과 기술수 에 상응하는 것이어야만 함.

 ▪ 해당 신청서식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함

께 제품 자체를 제출하여야 힘. 한, 심사과정이 진행되는 도 에  

제품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견본은 단순

한 원리견본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

야 함. 신청자는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는 서면으로 제품견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그 기간 내에 반환요청을 하지 않으면 제

품견본을 반환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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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용 및 심사기간

신청수속 자체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신청을 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감정이나 조사, 증명서 취득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사기간은 사회법 에 따라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단, 이 6개월은 심사에 필요한 감정서나 증명서 등의 필요서

류를 구비한 이후부터 용되는 기간이다.

신청 시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추가제출 기한이 주어지

게 된다. 이 추가제출 기한은 IKK 국연합회가 결정하며 최 한 3개

월까지 주어진다. 기한 내에 추가제출을 완료하면 심사는 계속 진행되지

만,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은 기각되어 버린다. 이러한 경우 

기각이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일단 그 신청을 취소하고 나 에 재신청

을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수속을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증명서 등의 취득을 요구받게 

되면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요구받은 모든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신청  심사수속을 번잡하게 하기 보다는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 연방후생성의 역할

법률에 따라 연방후생성은 HMV의 최종 확인단계에서 인 역할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제품개념을 도입할 때, 앙조직

내부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연방후생성이 최종결정을 내

리게 된다. 연방후생성이 내리는 최종결정은 주로 환자나 이용자가 그 

제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편리성이나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모든 제품에 해 용할 수 있는 일반 이거나 구체 인 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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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제품마다 따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3. 질병보험의 급여

독일은 1995년 4월에 사회개호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 여를 

통한 복지용구의 공 은 법정질병보험(GKV)과 노인장기요양보험

(Sozial- Pflegekranken-Versicherung, SPV)에 의한 공 으로 나  수 

있다. 공 공  외에 개인의 자기부담에 의한 일반시장으로부터의 공  

 비 리단체에 의한 공  등이 있다.

법정질병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 방식을 비교해 보면 <표 

3-18>과 같다.

〈표 3-18〉 법정질병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공급 비교

항목 법정질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수입에 비례(개인, 지역에 따라 다름) 일률적으로 수입의 1%
감정자(진단자) 의사 메디컬 서비스(DMK)

급부내용 치료보조용구
장기요양보조 용구 및 

주택개선‧환경개조

지급형태 현물급여 중심 대여 중심

자기부담 최대 10% 최대 25%

법정질병보험의 피보험자는 발생 가능한 장애를 방하거나 기존장애

의 치료성과를 높이기 한 복지용구의 공 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복지용구의 변경, 수리, 체품의 공   그 사용에 한 교육훈련 등

도 이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법정질병보험(GKV)은 물 여 원칙에 기 하여 운 되고 있

다. 즉, 질병보험은 어떤 특정의 서비스  물의 여비용을 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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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고, 피보험자는 그 서비스 내지는 제품을 직  받게 된다. 서비스나 

물 여 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정질병

보험(GKV)은 서비스제공자( , 복지용구 문 매  등)와 피보험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고가격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때, 

질병보험은 통상 으로 개별 계약가격  구체  합의내용에 한 정보

는 공개하지 않는다.

원칙 으로 복지용구목록(HMV)에 인정승인을 받은 복지용구만 질병

보험의 여를 받을 수 있으나, 특별한 상황에만 약간의 외로 HMV

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해서도 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외상

황이란 특수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아직 련 제품그룹이 HMV에 등록

되지 않은 신개발제품 등의 경우로 한정된다.

어떤 복지용구가 아직 HMV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질병보험의 

의료서비스센터는 그 복지용구의 HMV 등록결정 시에 조언을 하게 된다.

독일 최 의 법정질병보험은 지역질병보험조합(AOK)이며, 법정질병

보험 가운데 시장 유율이 37%에 달하여 2,500만 명의 피보험자를 가

지고 있다.

가. 고정가격(Festbeträge): 질병보험을 통한 비용지급의 경우 

고정가격 규정

법정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가격을 특정의 고정

가격으로 미리 정해 놓고, 그 고정가격을 기 으로 해당 복지용구에 어떤 

가격이 한지 는 질병보험이 그 비용을 보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어떤 복지용구에 해 고정가격이 타당할 경우, 법정질병보험은 그 비용

을 정해진 액까지 보 하며, 피보험자가 정해진 비용을 과하는 용품 

을 선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자기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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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질병보험은 가격비교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가격

으로 공 할 수 있는지 는 추가비용 없이 용품을 제공할 공 자가 있

는지에 한 정보를 달해 다. 따라서 피보험자에 한 고정가격규정

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 를 창출

하게 된다. 즉, 피보험자에게는 유리한 가격의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하게 되며, 제품공 자들 간에는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가격은 각각의 품목마다 질병보험 내지는 그 질병보험연맹과 서비스

공 자 내지는 그 서비스공 자연맹과의 사이에 계약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모든 질병보험은 이러한 가격결정과 련하여 각각의 고유한 요구

를 하기 때문에 동종제품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연방주(州)에서  다

른 여러 가지 가격이 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록 동종의 질

병보험 내부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고정가격이 설정

되어 있기도 하다(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4b), p.4.).

행법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경우 선택의 

자유는 제약받지 아니하므로 법정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때 그 제휴 트 인 특정 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즉, 피보험자가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이나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

할 제휴 트  이외의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법정질병보험은 

그 비용을 보 해야 한다.

이 때, 피보험자는 동등한 용품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

스제공자도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이 경우 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자기

가 부담해야 된다. 이 경우 법정질병보험에 의한 가격규정과 서비스제공

자의 제공가격의 차액을 피보험자는 자기부담으로 직  서비스제공자에

게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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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가격그룹(Festbetragsgruppe)

아래에 열거하는 복지용구그룹은 2005년부터 질병보험의 앙기 에 

의해 독일 역에 걸쳐서 법정질병보험이 용되는 고정가격이 결정되었

으므로, 이들 품목은 소  고정가격그룹으로 일컬어진다. 2004년 말까지

는 해당 제품그룹은 주(州) 벨에서의 고정가격계약에 구속되어 있었다.

  ▪ 인 이(inlay, 아말감)

  ▪ 보청기

  ▪ 요실  방지용품

  ▪ 가압치료용 복지용구

  ▪ 스토마류(stoma, 인공항문)

다. 포괄지불(Fallpauschal)

포 지불이라는 형식을 통한 비용보 의 경우, 질병보험은 서비스제공

자에 하여 3년에서 5년간의 지정된 일정기간에 한 포 액을 지불

하게 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 기간 내에 복지용구의 공 , 유지 리, 지

도  수리를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보험자가 계속 그 복지용구를 필요로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 은 다시 포 지불의 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그 용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경

우 그 용품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반환되게 된다.

라. 포괄지불과 고정가격의 차이점

피보험자의 활동이나 이동을 보조하는(Mobilitätshilfe) 복지용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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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포 지불과 고정가격 어느 것이나 선택가능하며, 그 액은 법정

질병보험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고정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법정질병보험이 그 복지용구의 소유자

가 된다. 이 때, 복지용구의 유지 리나 수리비용의 보 은 그 때마다 

추가로 신청하게 된다. 고정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용품의 제공자와

는 다른 기업이 그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용품의 제조

자는 법 으로 정해진 2년간의 보증기간만 보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포 지불의 경우에는 용품제공자가 3년에서 5년간의 보증서비

스를 담당하게 되며,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에, 서비스제공자는 새로

이 포 액을 받게 되며, 그 액은 제품의 신규공 과 같은 액이 된

다. 그 이유는 제1기에도 포 액 속에는 용품의 신제품에 한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용구의 재활용을 우선시 하고 있는 질병보험은 통상 으로 포

지불제도보다는 오히려 고정가격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법정질병보험에

서는 어도 60%는 고정가격으로 비용보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지역질병보험조합(AOK)에서는 통상 고정가격보 이 우선시 되고 있다

(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4b).

마. 민간질병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en, PKV)

민간질병보험(PKV)은 보험  지 에 있어서 비용상환원리(Kosteners- 

tattungspronzip)에 기 하여 지 한다. 즉, 피보험자는 통상 으로 비용

을 자신이 먼  지불한 후 의사의 비용명세서와 처방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지불비용을 추후에 상환받게 된다.

민간질병보험을 통한 복지용구 비용 여의 방법은 각 보험회사마다 

상이하다. 몇몇 보험회사는 용품의 비용을 보 하는 경우, 개호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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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목록(HMV)에 등재되어 승인된 제품을 엄 히 지향하고 있다. 

한편,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HMV의 지정목록은  의미를 가지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와의 계약서상에 복지용구의 여를 한 

지침가격을 목록화하고 있으나, 그 밖의 보험회사에서는 사  가격합

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으로 복지용구에 한 여에 있어서 최

가격의 제한은 없다.

민간질병보험의 경우에도 문  등의 제휴 트 들과의 계약에 의거

해서 고정가격과 포 지불이 존재하며,  부분 으로 피보험자는 그 계

약서상에서 어느 하나의 특정 복지용구 문 을 해당 보험회사의 제휴

트 로 지정받기도 한다.

물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서 추천한 문  이외에 다른 문 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은 그 문 의 가격견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상할 수 있으며, 비용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 한다.

의사처방 은 일반 으로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지만, 

개호보험의 역에서는 Medicproof사를 경유하게 되는데, Medicproof사

는 모든 민간질병보험회사에 하여 그 개호복지용구의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다.

민간질병보험은 복지용품의 재활용을 거의 하지 않으며, 통상 으로 

법정질병보험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용품의 재활용품 보 창고도 없다.

바. 독일의 질병보험 ｢개혁｣

2007~2010년에 걸쳐 몇 가지 법률의 변경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

질병보험개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질병보험은 

복지용구의 가격이 193,000유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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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즉, 

  ▪ 개호나 복지에 필요한 기구를 보장하기 해 구입처를 입찰로 결

정한다. 

  ▪ 모든 구입을 모두 모아서 낙찰된 구입처에서 일 로 구입한다고 

하는 규제 때문에 환자는 지 까지 이용해 온 제품이나 문 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사. 가격대

HMV에 등재되어 있는 복지용구들의 가격 는 쾰른 소재 독일경제연

구소 데이터뱅크(http://www.rehadat.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로 

휠체어와 승강기의 가격 는 <표 3-19>와 같으며, 실제로는 HMV에 

등록된 품목 외에도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비싼 복지용구도 있

을 수 있다.

〈표 3-19〉 이동보조 복지용품의 가격대(예) [2004년 12월 현재] 

제 품 모 델 가격대(Euro)

전동식휠체어(부가기능 없음) 3,500~10,000

전동식휠체어(부가기능 있음: 좌석승강, 기립보조,  계단 승강기능 부착 등) 7,500~16,000

약식목욕보조승강기   600~ 1,500

고정식승강기(예: 바닥부착식) 2,5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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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용구의 판매구조

독일의 복지용구 매구조는 체로 [그림 3-6]과 같으며, 제조업자로

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매경로에는 직 로와 간 로가 있으

며, 해당제품의 부분은 간 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 된다. 간

로에는 도매, 동업자연맹, 공동구입이라고 하는 량 매로부터 문 을 

통하여 2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달되는 경우와 량 매 1단계만 

거치고 소비자에게 바로 달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3-6〕 독일 복지용구 판매구조

제조업자

직   로 간         로

도매 동업자연맹 공동구입

유통업자 문

개인, 피보험자 응 시설‧개호시설 등 병 원

상담‧ 개

출처: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2004b), p.2.

  

특히, 병원이나 개호시설 등은 스스로 동업자연맹을 통하거나 공동구

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문 을 경유하는 는 오히려 드물다. 

한편, 개인소비자에 한 유통은 부분이 문 을 경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유통은 지방의 소규모 문 에 의존하는 면이 강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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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비자의 경우 의료  개호시설로부터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고, 

개인이 문 에서 직  상담을 받는 경우는 다.

  5. 복지용구 유통정보

가. 최종사용자

복지용구의 최종사용자로는 개인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 재활시설, 

개호시설, 응 시설, 응 개호시설(일반 으로 이동보조에 필요한 복지용

구를 소수 설비하고 있음에 불과함) 등을 들 수 있다.

  1) 개인소비자

개인의 경우 부분은 문 에서 직  구입하든지 아니면 응 개호

시설 등의 제 시설로부터 복지용구를 입수하게 된다. 정형외과의 등의 

문의로부터 직  용품의 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0.1% 미만

이다. 법정질병보험으로부터의 가격보 은 원칙 으로 서비스의 제공자, 

즉 문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질병보험은 법률에 의해 스스로 복지용구를 매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사회법  제5부 제140조). 이것은 특히 매를 문으로 하는 소

기업을 보호하기 함이다. 질병보험은 그 때문에 단순한 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며, 제조업자와의 계는 제조업자 자신이 매업자를 겸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응급개호시설

응 개호시설은 환자와 의사, 질병보험, 생용품 을 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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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개호시설이나 유사한 시설이 환자에 하

여 복지용구의 선별에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주로 형 유통업체나 생용품 과 트 계약을 맺고 있으

며, 실제의 이용에 한 조언은 시설직원이나 유통업체의 담당자가 행하

게 된다.

개호시설은 환자가 용품을 입수할 때 필요한 의사의 처방 을 작성하

고, 생용품 을 소개하는 형태로 복지용구의 유통에 여하고 있다. 

생용품 은 제품의 구입에 즈음하여 질병보험에 부담을 의뢰하게 된

다. 실제 유통업체나 생용품 의 선택은 입소문이 압도 인 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설간의 횡 인 제휴나 유통업체의 업활동에 의한 것

도 있다.

  3) 양로시설

부분의 양로시설은 스스로 비품으로서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외에도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에 한 조언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로

시설의 규모는 앞에서 언 한 바 있는 이동개호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매년 감소경향에 있다.

  4) 병원

독일의 병원은 통상 으로 몇 개의 병원연맹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각 

병원에서 필요한 복지용구는 연맹을 통하여 주문하며, 구입되는 복지용

구는 원칙 으로 병원 내에서 이용되며 환자가 개인 으로 이용할 복지

용구를 개하는 것은 외 인 경우뿐이다.

따라서 많은 병원에서는 법정질병보험에 의한 가격보 을 받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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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MV를 참고하지 않고 독자 인 기 에 의해 복지용구를 구입하고 

있다. 

나. 위생용품점

이동보조기구유통의 부분은 소규모의 생용품 이 심이 되어 

담당하고 있다. 부분의 문 들은 각자의 취 제품을 박람회 방문에 

의해 항상 갱신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제조업체로부터의 직 매입, 동

업자연맹, 공동구입 등의 형태로 보완된다. 이들 생용품 의 부분은 

법정질병보험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병원이나 개호

시설을 심으로 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매를 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된 매기업들은 다

음과 같다.

• MTP KURZ GmbH 
Medizin Technische Produkte 
Industriegebiet Pfaffenberg 
56477 Rennerod  
Tel.: 02664 / 990 100 
Fax: 02664 / 5151 
info@mtp-kurz.de  
http://www.mtp-kurz.de/ 

• HAHN GmbH & Co. KG
Am Dreisberg 15-17 
33617 Bielefeld 
Postanschrift: 
Postfach 13 01 67 
33544 Bielefeld 
Tel.: 0521 / 914 905 
Fax: 0521 / 914 90 78 
info@hahn-medizintechnik.de 
http://www.hahn-medizintechnik.de/ 
  

• KOMPA und MARX GmbH 
Salzstr. 15 
63450 Hanau 
Tel: 06181 / 92 46–34 
Fax: 06181 / 92 46–82
info@rollstuhl-shop.de  
http://www.rollstuhl-shop.de/ 

• HEMPEL KG
Bankplatz 2 
38100 Braunschweig
Tel.: 05 31 / 2 42 45-0 
hallo@hempelbs.de 
http://www.hempel-versand.de/

• KÖLN-RVS GmbH 
Gunther-Plüchow-Str.20 
50829 Köln 
Tel.: 0221 / 94 97 98-0 
Fax: 0221 / 94 97 98-40
koeln@rvs-sanitaetshaus.de
http://www.rvs-sanitaetshau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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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S 
Sanitäatshaus Aktuell AG
(Firmengruppe) 
Auf der Höhe 
53560 Vettelschoß 
Tel.: +49 2645/9539-0 
Fax: +49 2645/9539-90 
http://www.egos.de/ 

• ORTHEG 
Einkaufsgenossenschaft für
Orthopäie-Technik eG
Fockestraße 25/1

• REHAVITAL Gesundheitsservice GmbH 
Wendenstr. 10 
20097 Hamburg 
Tel.: +49 40/22 72 87-0 
Fax: +49 40/22 72 87–19
http://www.rehavital.de/ 

• EGROH e.G. 
Berliner Straße 50
35315 Homberg/Ohm
Tel.: +49 66 33/1 83-0 
Fax: +49 66 33/1 83-32 
info@egroh.de 

다. 공동구매와 동업자연맹, 복지용구의 수입

부분의 생용품 은 공동구매(Einkaufsverbäde)라고 하는 조직으

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공동구매는 자주 단순한 도매업을 

넘어서 가입 을 돌 주는 동업자연맹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동업자연맹은 가입 의 회계처리를 모두 떠맡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마 지원, 재고조정 가능한 공동창고의 제공이나 종업원의 문교

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 은 부분의 경우 연맹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경 은 독립채산제이다.

질병보험이나 제조업체와의 력계약은 이러한 공동구매나 동업자연맹

을 통하여 체결되며, 이 계약에 기 하여 연맹의 가입 은 각각의 제조

업체와 거래하게 된다. 가입 은 반드시 공동구입이나 동업자연맹의 조

직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공

동창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등이 있기 때문에 극 으

로 이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의 배달은 각각의 가입 이 독자 으로 행하게 되어 있으며, 문

 가운데는 UPS 등의 운송업체와 제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형 동업자연맹으로는 REHAVITAL이나 EGOS, Servicering 

등을 들 수 있으며, 표 인 동업자연맹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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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71 Laupheim 
Tel.: +49 7392/97 22-0 
Fax: +49 7392/97 22 22/23
info@ortheg.de
http://www.ortheg.de/

http://www.egroh.de/ 

• RSR Reha-Service-Ring GmbH
 Bugdahnstraße 5
22767 Hamburg
Tel.: 040/30 69 67-0 
Fax.: 040/30 69 67-33/34
http://www.rsr.de/ 

복지용구와 련된 수입은 이들 형 생용품 이나 동업자연맹이 

수행하고 있다.

라. 제조업자

제조업자가 직  최종사용자에게 자사제품을 매하는 경우는 드물며, 

한, 독일 국내의 소규모 유통업체가 외국의 제조업자와 직  하

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외국의 제조업자가 독일 국내에서 복

지용구를 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품을 HMV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에 등록하기 해서는 국내에 리  등의 거 을 가져야 함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 국을 심으로 한 가의 휠체어 수입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품질 면에서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품질이 우수한 수입

품 휠체어는 가격이 무 비싼 편이다.

부분의 독일 제조업자들도 국제 등의 값싼 부품을 수입하여 자사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마. 복지용구의 급여와 법정질병보험에 의한 가격보전

질병보험은 자체에서 복지용구를 물 여하는 것은 지되어 있으며, 

복지용구를 여할 경우에 질병보험은 비용의 3분의 2정도를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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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질병보험은 생용품  등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사이에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정질병보험의 계약자는, 이론 으로는 개개의 문 인 셈이지만, 

실질 으로는 형유통업체나 동업자연맹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질병

보험의 부담액은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바. 이동보조기구의 재사용과 그 관리 및 급여

법정질병보험의 운 에 있어서 경제성이 가장 요시되고 있으며, 그

러한 입장에서 문 에 해서는 가능한 한 비용을 감하는 제안을 

하도록 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형 동업자연맹과 제휴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자주 질병보험에 하여 할인가격을 용할 것을 명기하

고 있다. 특히, 재사용 가능한 이동보조기구의 경우 부분 신제품 구입

에 앞서 고제품의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

라서 동업자연맹의 공동창고나 형 문 의 창고에 보 되어 있는 고 

복지용구를 재사용하는 형태로 피보험자에게 여하게 된다.

피보험자는 주로 생용품 에서 복지용구 선택의 조언을 받게 되어 

있으며, 문 은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해서 질병보험에 해 특정제품

에 기 한 견 을 제시한다. 이러한 견 을 받은 질병보험은 기재된 제

품의 고품 재고가 있는지, 는 신제품을 구입해야할 경우, 보다 싼 

제안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값싼 제품을 찾거나 재사

용가능한 고품을 찾는 경우에는 문  측은 신제품을 매할 수 없

으며 견 을 작성하는 일은 헛수고인 셈이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법정질병보험이 제공하는 고품을 지 받게 된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정질병보험에 따라서는 재사용가능한 제품을 국 벨에서 주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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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들여오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질병보험조합(AOK) 등과 같이 지역단

로 독립된 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질병보험은 각 해당지역에서 제품

을 주문하여 들여오게 된다.

복지용구의 신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언, 배달, 정비  수리 등은 

모두 문 에 맡기게 된다. 신제품이 아니라 고제품을 여할 경우,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미리 지정한 문 에 배달과 정비를 맡길 수가 

있으나 실제로는 운송업자나 여제품을 보 하고 있는 제휴업체에 배달

을 의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비나 수리는 각 제품의 문

에 의뢰하게 된다.

피보험자가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직  질병보험에 문의해 온 경우에

는 질병보험은 조언과 배달을 자기의 제휴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질병보

험측이 재사용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

으며, 한, 재사용품의 우선조건 때문에 때에 따라서 개수비용이나 수

리 가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 비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다.

사. 인터넷 입찰제도

질병보험 에는 필요한 주문을 인터넷 상에서 입찰하는 곳도 있으나, 

이러한 는 요실 방지용품과 같은 소비복지용구에만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보조기구와 같이, 환자의 체격 등을 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개별 인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입찰방식은 유용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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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용구에 대한 법적 규제

가. 법적 기반

EU의 경우에 복지용구는 ｢의료기기에 한 지침(Council directive 

93/42/EEC)｣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으며, 본 지침에서는 복지용구의 

제조, 매에 한 허가규정은 없지만, 사업자 소재지가 있는 각국 행정

당국에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동 지침의 내용에 거하

여 자국내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 는데, 표 인 것으로 국의 

의료기기법(Medical device regulation), 독일의 신의료기기법(New 

Medical Products Law), 그리고 랑스의 공 생법(Public Health 

Law) 등을 들 수 있다.   

EU는 ｢의료기기에 한 지침(Council directive 93/42/EEC)｣에서 복

지용구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한 안 성 확보와 표시 에서 ‘일반요

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EU역내에서 유통되는 의료용구에 해서는 

기본요건에 합함을 증명하는 CE 마크의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일반요구사항’은 제품의 기술 인 사양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표 화기 (European Standards)이 정한 규격(EN Standards)이나 

이 규격을 수하는 EU각국의 국내표 이 이러한 ‘일반요구사항’에 

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EN Standards는 국제표 화기구(ISO)와의 력 하에 개발되는 일이 

많고,  ISO에서 채택된 규격이 바로 EN 규격으로 발효되는 경우도 

많다. 한 directive 93/42/EEC에서는 의료기기에 한 사고발생시 유

럽 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국에서는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1994)에서 의료기

기 등으로 인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 Medical Devices Agency(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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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료기기 책임법(Medical Products Liability Law)을 제

정하 으며,  계 행정  검사기 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있다. 랑스에서는 공 보건법(Public Health Law)에서 국가가 의료용

구의 사용의 조사, 평가, 사고 등에 응하고,  제조업체는 제품이상이나 

부 한 표시 는 설명서가 발생할 경우 고용  사회연 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lidarity)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복지용구와 련한 가장 요한 법  기 는 사회복지

법, 의료기기법(MPG), 내지는 의료기기에 한 EU 지침에 의해 제공되

고 있다. EU 지침 93/42/EWG는 1993년 6월 17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지침에 기 하여 독일에서는 1997년 1월 1일에 의료기기법(MPG, 

Medizinprodukt- egesetz)이 발효되었다. 이 의료기기법(MPG)은 EU 

지침을 국내법에 거한 것이며, 치과치료용 아말감에서부터 장애인용 

휠체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종다양한 제품그룹이 이 의료기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의료기기법은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 각 제품의 안 성, 성  성

능을 규정하고 있어 유통의 기반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독

일 의료기기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의료

기기의 등록제도인 것이다.

 

나. 독일의료기기정보시스템(Deutsches Informationsystem 
Medizin-produkte, DIMDI)에 의한 총괄정보 제공

의료기기의 인증에 한 여러 가지 정보는 독일의료자료정보연구소

(Deutsches Institut für Medizinische Dokumentation und Information, 

DIMDI)가 리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상(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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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di.de/static/d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료자료정보연구소(DIMDI)는 1969년에 설립되어, 연방보건성에 소속되

어 있으며, 의료기기에 한 정보를 의사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있다.

독일의료기기정보시스템(DIMDI)은 ｢독일의료자료정보연구소에 의한 

정보시스템 데이터뱅크에 한 조례(DIMIDI-Verordnung)｣에 의해 규

정된 의료기기 분야의 앙 리시스템이다. 한, 독일의료기기정보시스

템(DIMDI)은 연방질병사회보장성의 할 하에 있으며, 의료기기법 제

33조에 기 하여 의료기기에 한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시스템  데이터뱅크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 의료기기발매  안 성에 한 신고(의료기기법 제25조  제30조)

▪ 지명기  인증서(의료기기법 제18조)

▪ 의료기기 감시경보시스템(의료기기법 제29조)

▪ 진료소에서의 품질평가 고지(의료기기법 제20조  제24조)

▪ 의료기기의 등 평가  타 제품과의 경계설정에 한 통지(의료기기

법 제13조  제33조)

독일의료기기정보시스템(DIMDI)은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Word 97  PDF에 의한 신청서식의 다운로드 서비스 

▪ 련 청의 주소  코드표 

▪ 지명기 의 주소와 표시번호  그 할분야 

▪ 의료기기법  련 조례, 포고의 문검색 서비스

▪ 련 EU문서의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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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기의 등급평가(Ranking)

의료기기법(MPG)은 의료기기를 포 하여 그 험도에 하여 등 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등 평가는 4단계로 이루어지며 보다 안 한 기기

부터 Ⅰ, Ⅱa, Ⅱb, Ⅲ( 험도 최 )으로 규정하고 있다. 를 들면 휠체

어와 승강기는 가장 낮은 험도 클래스인 Ⅰ에 속한다. 그리고 각 제품

의 험도 클래스에 따라 각각 다른 제품검정증명을 요구받게 된다(후술

하는 제품증명을 참조바람).

독일의료기기정보시스템(DIMDI)에 등록할 때  다른 등 평가 계층

화시스템이 원용되지만 그 다고 그것은 제품검정증명과는  상 이 

없다.

라. 관할관청 

의료기기를 할하고 있는 각 개별 주(州)의 조례는 의료기기 선

고와 련한 청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 할 청은 주마다 

다르며, 그 조직화 한 주마다 다양하다. 그 지만 의료기기에 한 

고방법은 연방 각 주간에 차이가 없으나, 의료제품의 험도평가나 의료

기기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때에만 부분 으로 각 주간에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마.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연방연구소(BfArM)

의약품  의료기기에 한 연방연구소(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BfArM)는 연방후생성(보건과 사회안 에 한 

연방성,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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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독립한 연방상 청(Bundesoberbehörde)이다.    BfArM은 의약

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험의 평가  그 안 리에 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약품의 사용 시 한 험이 상될 경우에 그 

의약품 제조자, 매자  사용자는 독일의료기기정보시스템(DIMDI)을 

통하여 BfArM에 그 험에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BfArM은 그 의약품의 험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한, 어떤 의약품의 사용 시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나 제조상 

잘못을 발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DIMDI를 통하여 BfArM에 통보된

다. 이에 따라 BfArM은 개별 의약품의 험평가를 실시하거나, 제조상 

잘못 등이 있을 경우 한 조치를 제안하게 된다.

BfArM은 할 주, 지방 청  각 질병보험조합의 앙기 과 력

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제조자에 한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

(州) 청이 그 권한을 가지며, 의료기기의 등 평가나 혹은 의료기기로

서의 제품 품질과 련한 정이 곤란한 경우에 주 청은 BfArM과 공

동 처를 하게 된다. 한 울에리히연구소(Paul-Ehrlich-Institut)는 의

료기기 역의 행정과제를 수행한다.

바. 독일의 의약기기 승인

독일에는 다른 국가에서 일반 으로 행해지는 바와 같은 의약기기에 

한 공식 승인 차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청이 운 하는 의약품 시험

기 도 매우 다.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독일신뢰 원회(Deutscher 

Akkreditierungsrat)에 신임을 받은 민간의약품 시험기 이 존재한다.

의약기기의 유통화를 해서는 의료기기법(MPG) 제25조  제30조

에 따라 할 주 청에 신청하여 ｢ 합성평가 차(Konformitätsbew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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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sverfahren)｣을 밟아야 한다. 의약기기의 제조자는 의료기기법

(MPG)  조화규정 EN ISO 10535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 평가의 클래스 I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자가 

자기책임 하에 ｢ 합성 증명｣을 발행한 경우, 그리고 CE인증을 자기책

임 하에 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앞에 설명한 등록 차는 상품 유

통화를 한 제조건이다.

원칙 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표 은 의료기기법(MPG)에 의한 요구조

건에 신하는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자체는 비교  불편함이 

없고 각 제품에 해 상세한 것 까지는 조사하지 않는다. 그 지만 그 

제품과 련한 어떠한 장애가 통보된 경우에는 제조자가 ｢ 합성증명｣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 통일된 유럽공동체규격에 따르고 있는 

경우 그것은 장 이 될 수 있다.

게시는 독일의료기기정보시스템(DIMDI)의 자신청을 통해 이루어지

며, 인터넷을 경유해서만 허용되고 게시를 한 요 은 청구되지 않는

다.38) 게시 등록을 하고나면 1, 2주내에 등록을 신청한 제조자는 할 

주 청으로부터 ｢신청은 수리되었으며, 게시는 인가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한, 이 인가는 DIMDI의 데이터뱅크에서 철회할 수 있다.

독일의 등 별 의료기기 인증 차는 [그림 3-7]과 같다.

38) 의약기기의 등록과 련한 할 청은 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4b)의 부록1의 목

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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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등급별 의료기기 인증절차

EU 지침 93/42에 한 의료기기 (gemäß Richtlinie 93/42/EWG)
(특수제조‧조정 없음, 임상  시험을 한 제품 없음)

Class Ⅰ
멸균 지정없음

측정기능 없음

Class ⅢbClass ⅢaClass ⅡClass Ⅱ
멸균 지정 혹은

측정기능 있음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작성

지정기 을 통한 멸

균 혹은 측정기능에 

한 품질 리(QM)
시스템의 인증

지정기 을 통한 

제품  최종콘트

롤에있어서 QM시

스템의 인증

지정기 을 통한 개, 생

산  최종 콘트롤에 한 

QM시스템의 인증

지정기 을 통한 

제조해설‧제품

설명 시험

제조업체의 합성(무결성) 검증 제시

지정기 의 등록번호가 부착된 CE 인증CE 인증 표시

사. 제품인증

의료기기법(MPG)은 ｢해당 의료제품이 CE 인증을 게시하고 있는 경

우에만 그 제품이 EU 역내에서 유통되어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CE 인증표시는 의료기기에 한 가장 요한 인증이며, 이것을 가

지고 해당 제품이 조화된 유럽기 에 합하며,  안 성, 품질,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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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PG의 근본  기 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의료기기는 등

평가에 따라 각각 인증 차가 다르며, 각 등 에 따른 합당한 제품인

증을 거친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아. 지정기관(Benannte Stelle)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지정기 이 복지용구의 CE 인증 취득업무를 담

당하게 되어 있으며, 이 지정기 은 공 으로 규정된 인가 차  감시

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정기 은 국별로 EU 원

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EU 보에는 이들 기 이 그 할분야와 4자리 

코드번호에 의해 공시되어 있다. 유럽지역의 지정기  목록은 인터넷에

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 어) http://www.dimdi.de/dynamic/en/index.html 

  - (독일어) http://www.dimdi.de/dynamic/de/index.html 

이 밖에도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정기 을 검색할 수도 있다.

  - http://www.vdi-nachrichten.com/ce-richtlinien/basics/stellen.asp

자. 적합성 평가절차(Konformitätsbewertungsverfahren)

합성(무결성) 평가 차에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 차의 

목 은 어떤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을 제어하기 한 기 을 제

정하는 데 있다. 를 들면, 의료기기의 등 이 클래스Ⅰ인 ｢멸균지정 

없으며, 측정기능 없음｣의 경우, 제조업체는 자기 책임 하에 해당제품은 

의료기기에 한 EU 지침의 기본 인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 좋다. 이 경우, 합성 평가 차는 거의 제조업체 자신이 인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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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물론, 험도가 높은 클래스의 제품인 경우에는 특정 지정기 을 통하

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험도가 보다 높은 클래스 Ⅱ인 ｢멸균지

정 혹은 측정기능 있음｣의 경우에는, 그 지정기 이 해당 제품의 상정된 

제품모델을 시험하여 MPG의 기 에 합한지 여부를 단하게 된다. 

이러한 단을 받아 제조업체는 시험된 제품모델과 제품이 합치함을 확

증하고, 근본 인 요구기 에 일치함을 증명하면 된다.

이 합성 평가 차는 제조업체가 EN29002(제품)에 한 인증을 완

료하여 품질 리시스템(QM)에 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한, 이 보다 높은 험 클래스의 제품에서는, EN29003 내지는 

EN29001에 한 품질 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지정된 평가기 은 통계  차에 해서 추가 으로 해당제품이 시

험된 제품모델과 일치함을 심사하여 그 동질성을 확증한다. EN29001에 

한 품질 리시스템은 그때그때마다 각 제품의 시제품( 안), 제조, 최

종구매  시험에 해 용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제품이 기본  요

구를 충족하고 있음을 그 제조업체가 증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이미 재 EN29001에 한 품질 리시스템에 권리를 

가진 정형외과기술을 지닌 기업집단이 존재하고 있다.39)

39) 정형외과기술 9/95 791,  ｢의료기기 그 섬세한 역에서 최고품질에 하여｣ 

http://www.zdh-zert.de/ Verein für Qualität im Handwerk und der gwerblichen 
Wirtschaft e. V. (ZDH-ZERT) 
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4b).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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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용구의 안전성 확보와 그 평가

가. 복지용구의 안전성

  1) 다층의 단계

  ▪ macro단계: 유럽  독일의 법률, EU  독일의 규격

  ▪ 간단계(메이커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용): 생산자나 문 매

에서 품질 리(Quality Management), 공 과정에 한 임의의 

기  설정

  ▪ micro단계(환자가 이용하는 단계 는 환자에게 공 하는 단계): 

환자에게 공 하는 물품(약품 등)의 기록, 이용자에 한 지시, 사

용안내

  2) EU에 있어서의 안전

  ▪ 제조업자에게는 EU의 요강과 규격  각국의 법률과 행정상의 지

침조항이 용된다(독일기업의 경우는 독일의 법률과 독일의 지침

조항 용)

▪ 공 자: 각국의 지침조항 수

  3) CE마크의 취급에 관한 책임의 소재

▪ 책임이 생산자에게 귀속됨

▪ 법규에 한 응

▪ 안 리 담당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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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서 제품의 상황 감시(사고나 그에 하는 일이나 어떤 손해

가 발생하 는가에 한 상황 감시)

  ▪ 문지식을 지닌 사람에 의한 매

  4) 독일의 CE마크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관

▪ 주(州 )단계의 청( , 산업감독청)

  ▪ 립 인 증명기   검사기 ( : TÜV): 연방단계의 할기 에 

신청하고, 그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BfArM(의약품  의료기기에 한 연방연구소)40)의 임무 : 리스

크의 악, 분석, 평가

  5) 의료기기법

▪ 리스크나 부작용에 한 분석  평가의 규제

▪ 제품의 조합  병용(倂用)에 한 규제

▪ 생산자와 제품의 감독, 기 개념의 작성

나. 안전성

안 성과 품질은 불가분의 계에 있다.

  ▪ 제품의 사용: 생산자의 제품, 리, 부품조달에 한 확실한 정보

는 필수사항이다.

▪ 복지용구의 공 : 기업의 장비, 종업원의 질

  ▪ 납입(납품)과정: 어떠한 경과를 거쳤는지, 캐어(Care)의 정도는 어

40) BfArM은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의 약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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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했는지, 응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어땠는지 등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해서 비로소 안 성과 품질이 보증된다.

  1) 생산자에게 있어서의 안전성(생산자에 대한 요구)

복지용구나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는 기업은 법규에 따라 

미리 품질 리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한다. 기본은 DIN EN ISO 13 

485:2003이다. 한 제품은 EU의 의료기기에 한 지침(93/42/EWG)

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제품이 안 성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어떤지는 립

인 검사기 ( 를 들면, TÜV)에서 검사를 받는다. 이에 한 일례로, 

동식 휠체어는 기의 안 성, 자부하능력, 기계 인 안 성, 기능의 

안 성, 생물학 인 부하능력, 인간공학 인 면에서 검사를 받게 될 뿐

만 아니라, 사용자를 한 설명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서도 검사

를 받게 된다.

복지용구의 규격에 한 요강인 DIN EN ISO 13 484: 2003은 의료

기기나 시스템의 품질에 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취 업자에 해

서도 규제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생산과정의 기술(記述)은 표 화를 확고히 하고,  품질

의 안정화를 진시켜 개개의 구성부품도 검사를 용이하게 하고, 검사 

자체가 기록으로 남게 된다.

제조과정의 최종단계에서는 제품의 인도를 해 검사를 행한다(휠체어

의 경우, 시험주행이나 기능의 모든 면에 해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그 검사 결과는 사진과 함께 記述되어 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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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안전성 요구

종업원의 문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응력을 제고하기 해서 사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개호과정을 가능한 상세히 

기술하여 표 화해야 한다. 계약과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

부를 조사해야 한다.

  3) 이용자를 위한 안전성

개인 으로 사용방법의 지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설명서도 알기 

쉬운 표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고와 리스크에 대한 대응: 관계조직

사고나 그에 하는 사건의 처치와 련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한 연방연구소(BfArM)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BfArM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연구소는 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리스크정도를 검증한다. 즉, 사

고의 원인이 기구의 고장 때문인지, 는 부 한 조합 때문인지

를 검증한다.

▪ 필요한 경우 연구소는 생산에 해 제품 스펙의 변경 등을 요구한다.

▪ BfArM은 분석결과를 할 주  연방 청(보건부 등)에 통보한다.

BfArM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부터 복지용구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

의 총수 1009건 가운데 생명과 련한 사건은 38건, 상 사건은 137

건이다. 그리고 총사건  393건이 제품 자체에 요인이 있었으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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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가 191건, 제조공정내의 미스에 의한 원인이 187건이었다. 이에 

한 책으로서 326 차례의 조처를 취하 으나 사건의 부분은 제품의 

설계나 제조 련이 아니라 사용 등에 원인이 있었다.

  8. 기기안전성 등록제도(CE 마크와 GS 마크)

가. 기구‧제품안전법(GPSG)

독일은 2004년 5월 이후 기술  노동수단  소비재에 한 법률 ｢

기구‧제품안 법(Geräte-und Produktsicherheitsgesetz; GPSG)｣이 시행

되고 있어, 각종 기기의 안 성에 한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품안 성에 한 EU 지침(2001/95/EG)을 독일 국내법에 

거시킨 ｢기술  노동수단  소비재의 안 을 한 신질서에 한 법

률(2004년 1월 9일)｣이다.

한 이 법률은 기술  제품의 유통화, 제품증명(CE 인증이나 GS 인

증 등), 제품 유통화 시의 감시, 할 청의 업무목표와 권한, 그리고 정

보의 통보‧공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의료기기법(MPG)

과 동시에 제품안 법(GPSG)의 용도 받기 때문에 CE 인증  GS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나. GS시험과 GS 인증( GS-Prüfung und GS-Zeichen) 

GS는 독일어로 Geprüfte Sicherheit의 약어이며, 안 성 시험을 완료

하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기술  제품에 표시되는 GS 인증은 그 

안 성이 어떤 지정기 을 통해 시험되고 증명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GS 인증의 사용 역은 지 까지 어떤 한정된 기술  제품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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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용이 허가되어 있었지만, 앞에 설명한 제품안 법이 도입된 후, 그 

용범 는 보다 범 에 걸친 제품 역으로 확 되어 보다 많은 제품

에 이 GS 인증의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GS 인증시험은 기구안 시험장 조례에 명시된 시험기 에서 실시되

며, 이들 시험기 은 인터넷 상(http://baua.de/cgi/gs.pl?)에서 검색 가능

하며, 각각 시험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샘 시험에 합격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제조공장의 검을 받은 후에 제조업체는 자사제품에 GS 인증마

크를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후 GS 인증의 일부가 CE 인증과 복되게 되

어 그 복부분에 해서는 CE 인증 인가만으로 표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GS 인증과 CE 인증의 인정기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GS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 제품책임

의료기기법(MPG)  제품책임법(PHG)은 의료기기의 사용 시 발생

한 환자의 장애에 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자  매자는 사

용자(의사)  최종소비자(환자)에 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의료기기의 사용 시 그 제품의 결함 때문이나 부 한 사용을 통

해 환자에게 장애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조정 규제를 해 그 인과

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라. 불량품질의 통보의무 

의료기기법(MPG) 제70조는 의료기기의 안 성에 요한 감시와 데

이터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취 하는 직업군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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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취  시 특징이나 그 성능의 이상을 인지한 경우 연방질병사회보

장성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직업군은 의사, 간호

사, 의료기술사, 시험‧감독‧지정인증 제기 의 책임자, 의료기 ‧병원의 

기술  안 리인 등이다.

특히, 여기서 통보해야 하는 내용은 험한 부작용, 안 성의 부족, 

기능결함, 품질불량 등이며, 이들은 한 제품인증시의 결함이나 사용설

명서의 한 결함과도 련이 있다. 이들의 통보는 일반 으로 

DIMDI를 통해 이루어진다.

  9.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관련

업상의 보호는 특허권, 실용신안의장  상표등록신청을 통하여 달

성할 수 있다.

〈표 3-20〉 독일의 영업보호

보호형태 심사 기간 표기

특허권

기술적 발명 있음 20년간 (P)
제품(장치, 자재, 재료) 있음 20년간 DBP
방법(제조법, 작업법) 있음 20년간 Patent
신안의장

기술적 발명 없음 10년

(U)
DBGM

신안의장(Gebrauchsmuster)
상표등록

상품, 서비스 혹은 업무적 

표기(회사명, 제품명 등) 있음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R)
TM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2004b).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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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권의 보호

특허권의 보호와 련해서는 특허권법이 그 법  기 를 제공하고 있

으며(PatG), 특허권을 취득하기 해서는 독일특허‧상표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에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권 취득 차는 먼  

신청된 발명에 한 심사를 거친 후 종료되게 된다.

특허권이 인가된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는 그 특허권에 하여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방특허

청(Bundespatentamt)에 그 특허권에 한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

(§81-84 PatG).

특허취득 후 3년째부터는 연회비(Jahresgebühren)를 납부하여야 하며, 
,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보유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권리

를 가지게 된다.

다. PCT 특허권출원(특허협력조약, Patent-Cooperation Treaty, 
PCT)

특허권은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Europäisches Patentamt in München)

에서 국제특허조약((Internationale Patentanmeldung,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으로도 출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PCT 특허출원만으로는 

국제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것은 국제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나

라의 국내승인의 단계를 의미한다.

PCT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수속기간 에 국제조사  출원된 ｢발명｣

에 한 심사가 실시되며, 이러한 비작업은 외국특허출원 시 그 국내

의 특허청이나 유럽특허청에서 이용되게 된다.

PCT 출원의 이 은 부분의 국가들에서 자국어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때 실제 특허 응국은 100개가 넘는 회원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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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게 된다. 해당국에 직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해 최  자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국을 결정해야 하지만, 

PCT 특허출원을 하면, 자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최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동안 등록 받을 국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출원비용을 천천히 지불해도 된다.

부분의 국내특허청이나 유럽의회는 국내출원 단계에서 할인을 인정

하기 때문에 PCT 특허출원 시에 지불한 요 은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유럽특허 정 가맹국은 국제특허출원 시에 ｢하나의 국가｣와 같은 취 을 

받기 때문에 PCT 출원만으로 유럽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라. 상표보호

독일의 상표등록신청과 련해서는 상표법이 그 법  기 를 제공하

고 있으며, 상표보호에 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국내신청

국내신청이란 독일에서 상표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상표심사는 등기

차의 일부이다. 다른 유럽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다양한 계층

의 제품과 서비스를 상표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복수의 나라에서 상표등록을 할 경우에는 IR상표(IR-Marke)

나 공동상표(Gemeinschaftmarke)를 통해 상표보호를 할 수 있다.

  2) IR상표(IR-Marke: 국제적으로 등록된 상표)

마드리드 상표 정(MMA)은 한 번의 상표등록신청으로 복수국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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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편리한 정이며, 이러한 신청으로 인가된 상표

의 보호기간은 10년이다. 독일 국내에서 등기를 완료한 상표(국내상표, 

Heimatmarke)의 국제  상표등록신청은 먼  뮌헨에 있는 독일특허‧상

표청(Deutsches Patent-und Markenamt in München에 랑스어로 한

다(상표법 제108조). 그 후 뮌헨의 독일특허‧상표청은 그 신청서를 제네

바에 있는 세계지 소유권기 의 국제부(OMPI, WIPO)로 다시 보낸다.

신청자가 지정한 상표등록 상국은 그 상표를 심사할 수 있으며, 한 

어느 나라에서도 제3자는 그 상표의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IR 상표등록 상으로 하고 있는 어느 한 나라에서 그 상표인가가 법

으로 거부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에 설명하는 ｢공동상표｣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국가의 해당 명칭에 한 IR 상표의 효력은 그 로 유지된다.

마드리드 상표 정(MMA)에 따르면, 국내 청은 국제등기 후 1년 이

내, 국내법의 규정에 하여 그 상표보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부 국

가에 해서는 마드리드 상표 정의정서(PMMA)에 따라 그 거부기간은 

최  18개월로 되어 있다.41)

  3) 공동상표

1996년 이후 유럽공동체 산하의 공동상표에 한 원회지침

(VOGM)의 결정에 따라 하나의 상표신청을 통해 EU 가맹국 역에서 

상표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련해서는 스페인의 알리칸테시에 

있는 EU의 역내시장 합성통 국(Harmonisierungsamt für den 

Binnenmarkt)이나 뮌헨의 독일특허‧상표청에 EU 가맹국의 어느 나라 

언어로도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합성통 국의 심사 후 상표의 등록이 공표되며, 승인된 상표등록에 

41) IR 상표가맹 회원국은 日本貿易振 機構(JETRO, 2004b). p.25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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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Art.42 VOGM). 승인된 

상표는 10년간 등록되며, 희망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Art.47 

VOGM). 한, 여기서 인가된 상표는 항상 EU 가맹국에서 동시에 상

표등록으로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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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CE마크의 취득과 관련하여

  ▪ CE마크를 부착하기 해서는 그 근거(Evidence)가 되는 기술서류

(Technical Documentation)가 필요하다. 이 기술서류 없이 CE마

크 라벨만 기기에 붙여 출하하는 것은 법행 가 되며, 의료기기

의 경우, EU 각국의 의료기기에 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 기술서류(Technical Documentation)란 상이 되는 의료기기가 

EU의 요구사항으로 정해진 의료기기에 한 지침에 합함을 선

언하는 합선언서류(Declaration of Conformity)의 근거가 되는 

기술 인 서류이다. 일반 으로는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 는 TF(Technical File)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의료기기에 한 지침42)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의료기기지침)

     - EU/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능동매립형 의료기기지침)

     - EU/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98/79/EC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지침)

  ▪ 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과 법 규제의 개념을 이해하

기 해서는 EU 련 지침에서 제3자(기 에 의한) 인증제도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EU각 가맹국은 EU지침을 각국의 

법률에 용하여 정합화(Harmonization)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해 일조하게 된다.

42) 원래부터 지침(directive)은 EU가맹국에 한 EU로부터의 지침이며, 그 목 은 가맹

국에 해 일정의 목 을 달성할 것을 지령하는 것으로 규제(법률)와는 구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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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의 CE마크 취득 절차

  ▪ 의료기기의 클래스분류(Classification: EU는 6분류)

  ▪ 클래스분류에 의한 합성평가 차의 선택(MDD 부속서 Ⅱ, Ⅲ, 

Ⅳ, Ⅴ, Ⅵ, Ⅶ로부터)

  ▪ 모든 클래스에 한 기본요건 합검증 실시(Essential Requirement)

  ▪ EN ISO 14971에 의한 리스크 리를 포함하는 EN ISO 13485

에 합한 품질시스템의 (실질 인) 실시( 합성 평가 차에 의

한)(QMS)

  ▪ 모든 클래스의 임상평가 실시(Clinical Evaluation)를 포함하는 기

술서류의 작성(Technical Documentiation)

   * 클래스Ⅲ 기기는 별도의 설계서류심사가 필수(Design Dossier)

  ▪ 모든 클래스별로 유럽 리인 임명(European Authorized Representative) 

 시  후 리시스템 구축(Vigillance System)

  ▪ 클래스Ⅰ 이외의 기기는 지정기 (notified body)에 의한 합성 

심사‧인증이 필요(Audit & Certification by notified body)

  ▪ 모든 클래스별 합선언서의 작성‧서명(Declaration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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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지침 93/42/EEC 의료기기의 클래스분류

〈표 3-21〉 의료기기의 클래스분류

분류 개요 대표 예

ClassⅠ Ⅱa, Ⅱb, Ⅲ 이외의 기기

요수집기

비멸균 위생재료

의료용 침대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ClassⅡa

Ⅱb에 속하지 않는 진단용기기

Ⅱb에 속하지 않는 인체에 접촉 혹은 

상호작용이 있는 기기, 손상된 피부와 

접촉하는 기기

단기간 사용하는 외과적 침습기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단용 핵의학장치

수액펌프용 튜브

요도카테테르(단기사용)
콘텍트렌즈

주사침, 외과용메스, 치과충전재

ClassⅡb

방사선발생 진단용기기

인체접촉이나 상호작용이 큰 기기, 손상된 

피부와 접촉하는 기기

장기간 사용하는 외과적 침습기기

진단용 X선장치

결석파쇄장치

인공관절

인공호흡기

眼內렌즈

ClassⅢ

장기와 접촉하는 기기

에너지나 물질을 인체에 투여하는 기기

생물학적인 효과를 지닌 기기

흡수성이 있는 기기

순환기용 카테테르

신경계용 카테테르

혈관용 스텐트

흡수성 봉합사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독일의 제도와 산업 황을 간단

히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유한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제도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여제품 선정기 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평가

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독일의 경우 질병보험의 앙조직이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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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국을 제외하고는) 복지용구의 공

여와 지원제도에서 여 상 품목이나 성능 등은 국가 는 소 기 의 

앙정부조직에서 결정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국 3200여개의 시정 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공 여시장에 제품을 매하고자 할 경우 

각 시정 에 여 상 제품  요구 성능 등에 해 문의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복지용구 여 방식은 세국가 모두 구입품목과 

품목이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개의 구입품목, 8개의 

여품목이며, 독일의 경우 34개 구입품목, 6개 여품목, 일본의 경우 5개 

구입품목, 12개 여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부담율은 우리나라의 경

우 일반 상자는 15%, 경감 상자는 7.5%, 기 생활수 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10% 본인부담율을 용하고 있다.      

매  여경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매가 되고, 독일의 경우 제조업자가 개인  피보험자에게 직  달

하는 직 로와 도매, 동업자 연맹, 공동구입 등을 하는 문 으로부

터 소비자에게 달하는 간 경로가 병존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여 사업소나 매사업소

에 문 상담원  어메니져를 배치하여 복지용구의 기능, 사용방법, 

이용료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메니져가 복지용구 매나 여

품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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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추계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의 필요성

재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는 인구의 고령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상은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친화용품  복지용구사업에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복지용구 시장에 한 황 악  활성

화 방안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 있다.

한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친화제품, 특히 복지용구에 한 제

품 수요가 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복지용구산업의 생산  매기

반, 경쟁력 등에 한 사회 체 인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복지용구 수요증가에 응하고 아울러 련 산업을 우리

나라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제

조와 국내 매 시장의 확보 등이 필연 이며, 이를 한 정책 근거자료

로 산업체의 황, 수출입 황, 시장 규모 등을 악하는 것이 필수사

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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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재 우리나라 복지용구 공 업체를 상으로 복지용구 제

품의 제조  국내외 매 황을 조사하고, 복지용구사업의 활성화 방

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규모 추정을 통해 근거자료를 

생산함에 그 목 이 있다.

제2절 조사설계

  1. 조사업체 선정

재 우리나라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여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친화복지용구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복지용구를 심으로 노인장

기요양 여 품목과 향후 복지용구로 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품목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복지용구 산업체는 별도의 허가 차가 필요하지 않아 공식 인 모집

단을 악하기가 쉽지 않다. 본 조사에 포함된 복지용구 품목  업체선

정은 (사)한국고령친화산업 회 회원사를 심하되, 부가 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록업체, 의료기기산업 회, 의료기기 매 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SENDEX 시회 참여업체 리스트 등을 비교

하여 품목별 업체리스트를 구성하 다. 공 업체는 자사제조, 국내  

해외 타사 제조업체, 해외 수입업체 등 총 144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

를 실시하 다. 

조사는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표를 이용하 으며, 복지용구 공 업체를 

상으로 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 다. 주

요 조사내용은 복지용구 공 업체 일반 황, 매 황, 수입  수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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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쟁력 등에 한 것이다.

본 조사는 (사)고령친화산업 회가 보유한 인 네트워크와 교류경험을 

최 한 활용하여 효율 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으며, 시장규모 

추계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조사품목 선정

각 품목별로 시장의 규모  움직임을 살펴보기 해서는 품목 분류

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 노인장기요양 여 상 품목 

총 17개 품목을 조사하 다(표 4-1 참조). 

〈표 4-1〉 복지용구 품목 분류

구입품목 대여품목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수동침대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매트리스

  미끄럼방지용품   이동욕조

  간이변기   목욕리프트

  지팡이   배회감지기(매트형)
  욕창예방방석   경사로(휴대형)
  자세변환용구

주: 미끄럼방지용품은 양말, 매트, 액이 포함되었으며, 자세변환용구는 쿠션과 시트가 포함됨.

  3. 조사내용

본 조사에 포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황: 설립연도, 업태, 회사형태, 자본 , 매출액, 업이익, 인

력 황

  ○ 복지용구 매 황

  ○ 수입, 수출: 수입, 수출 품목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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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쟁력: 기업비용의 구성비, 주력 복지용구제품의 생산인력 

 설비의 수 , 향후  진출분야, 장기 으로 수행 업무

  ○ 기타 복지용구산업 활성화를 한 산업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등과 련한 의견 

  4. 조사완료

본 조사는 복지용구 공 업체 상으로 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 다. 주요 조사내용은 복지용구 공 업체 일반

황, 매 황, 수입  수출, 산업경쟁력 등에 한 내용으로, 총 144

개 업체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응답업체는 41개로 이들 업체 

황이 분석 상에 포함되었다.

〈표 4-2〉 조사대상 업체 현황

모집단 완료 완료율(%)

업체수(개소) 144 41 28.5

제3절 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복지용구산업 실태조사에서 복지용구 품목별 조사 상 업체 황을 

살펴보기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정한 17개 품목과 추가품목이 

조사 상 품목에 포함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품목은 구입품목과 

여품목으로 나 어지는데, 구입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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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기(보행차, 보행보조차), 안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

팡이, 욕창 방방석, 자세변환용구가 포함된다. 여품목으로는 수동휠체

어, 동침 , 수동침 , 욕창 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 트, 배회

감지기(매트형), 경사로(휴 형)를 포함하여 조사하 다. 

가. 일반적 특성

조사에 응답한 업체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3〉 품목별 조사대상 업체 현황

(단위: 개수, %)

품목 구분 모집단 수 조사응답 업체수 응답률

구입품목

  이동변기 27 12 44.4
  목욕의자 24 9 37.5
  성인용 보행기 39 10 25.6
  안전손잡이 14 6 42.9
  미끄럼방지용품 31 11 35.5
  간이변기 7 1 14.3
  지팡이 26 4 15.4
  욕창예방방석 15 4 26.7
  자세변환용구 21 6 28.6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18 8 44.4
  전동침대 26 7 26.9
  수동침대 13 3 23.1
  욕창예방매트리스 12 2 16.7
  이동욕조 13 2 15.4
  목욕리프트 4 1 25.0
  배회감지기(매트형) 6 　-
  경사로(휴대형) 3 　-

업체수1) 299 (144) 86 (41) 28.8 (28.5)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와 비율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 및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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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품목별 지역별 조사대상 현황

지역
모집단 조사완료

응답률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서울 80 26.8 20 23.3 25.0
부산 33 11.0 9 10.5 27.3
대구 23 7.7 11 12.8 47.8
인천 14 4.7 10 11.6 71.4
광주 2 0.7 - - -
대전 3 1.0 - - -
울산 - - -　 - -　
경기 120 40.1 25 29.1 20.8
강원 1 0.3 - 　0.0 0.0
충북 3 1.0 2 2.3 66.7
충남 1 0.3 - - -
전북 5 1.7 2 2.3 40.0
전남 1 0.3 - - -
경북 3 1.0 1 1.2 33.3
경남 10 3.3 6 7.0 60.0

업체수1) 299(144) 100.0 86(41) 100.0 28.8(28.5)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와 비율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 및 비율임.

나.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업태 현황

조사된 국의 복지용구 공 업체를 상으로 업태양상을 살펴본 결

과 다음의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업태양상의 구분은 각각 복지용구를 직  제조하는 제조업체, 국내 

는 해외에 자사제품을 탁 생산하는 업체, 복지용구를 수입하는 수입업

체, 복지용구를 직  제조하기도 하고, 탁생산도 하는 업체, 혹은 복지

용구를 직  제조, 탁생산, 수입하는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업체 등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복지용구를 직  제조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체 41개 업

체 가운데 26개로 68.4%를 차지하 으며, 복지용구를 수입한다고 응답

한 업체는 7개의 업체로 18.4%의 분포를 나타냈다. 한 국내 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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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자사제품을 탁생산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개 업체로 체에서 

7.9%를 차지하 다. 그 외에도 복지용구를 직  제조하고, 탁생산도 

하며, 수입도 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만이 그 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업태

업체수 비율

복지용구 제조 26  68.4
국내 또는 해외에 자사제품 위탁생산  3   7.9
복지용구 수입  7  18.4
복지용구제조+위탁생산  1   2.6
복지용구제조+위탁생산+수입  1   2.6

계 41 100.0 

다.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회사형태

복지용구 공 업체의 회사형태에 한 정보는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회사형태

구분 업체수 비율

개인 11  26.8
일반법인 27  65.9
상장회사 - -
무응답  3   7.3

계 41 100.0

조사결과, 복지용구 공 업체의 회사 형태는 응답한 업체를 기 으로 

하여 개인사업체로 운 하고 있는 업체는 11곳으로 체 응답한 공 업

체의 26.8%를 차지하 으며, 일반법인의 형태로 운 되는 곳은 27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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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5.9%의 분포를 보 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상장회사의 형태의 응답

률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복지용구 공 업체의 열악한 황을 단 으

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라. 품목별 복지용구 공급업체당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

다음의 <표 4-7>은 2011년 기  품목별 복지용구 공 업체당 평균 

매출액, 업이익  자본 에 한 조사 결과이다.  

먼 , 업체당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구입품목 가운데 이동변기가 

약 17억3천3백만원, 안 손잡이 약 11억5천만원, 목욕의자와 미끄럼방

지용품, 자세변환용구가 약 10억 등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

품목에서는 수동휠체어가 평균 매출액이 약 17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여기에는 응답업체수가 작아 응답률이 높을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총매출액  복지용구가 차지하는 평균 매출액에서는 구입품목에서는 

욕창 방방석이 약 13억2천5백만원, 미끄럼방지용품이 약 10억 정도의 

규모를 나타냈다. 여품목에서는 욕창 방매트리스와 이동욕조가 약 19

억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사 체 평균 업이익은 1천만원부터 4억원까지 그 범 가 컸다. 

여기서 업이익이란, 각 품목별 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한 후 

리비와 매비를 제한 값으로 하여 도출한 값이다. 구입품목 에서는 

목욕의자가 약 4억1천8십만원, 이동변기가 약 3억4천2백만원의 규모인 

것으로 악되었다. 여품목 에서는 수동침 가 7억원, 동침 가 4

억6천5백만원, 욕창 방매트리스와 이동욕조가 각각 4억원의 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 평균 자본 은 평균 으로 약 5억3천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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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에서는 욕창 방방석이 약 9억1천7백만원의 규모를 나타냈고, 

이동변기가 4억2천1백만원 정도의 자본 을 소유한 것으로 밝 졌다. 

여품목에서는 욕창 방매트리스와 이동욕조가 각각 9억원 정도의 

자본 을 소유하고 있었고, 수동침 는 8억5천9백만원, 수동휠체어도 7

억9천만원의 자본 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복지용구 공급 업체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 현황(2011년 기준)

(단위: 업체수, 백만원)

품목 구분

총 매출액 복지용구 매출액 영업이익2) 자본금

평균
응답

업체수
평균

응답

업체수
평균

응답

업체수
평균

응답

업체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1,733 (3) 717 (7) 342 (9) 421 (11)
  목욕의자 1,033 (3) 913 (4) 418 (5) 442 (7)
  성인용 보행기 913 (4) 576 (7) 259 (8) 520 (9)
  안전손잡이 1,150 (2) 710 (4) 298 (5) 379 (6)
  미끄럼방지용품 1,025 (4) 1,006 (5) 174 (7) 329 (7)
  간이변기 500 (1) 50 (1)  10 (1) 3 (1)
  지팡이 550 (2) 270 (2) 113 (3) 423 (3)
  욕창예방방석 - -　 1,325 (4) 100 (3) 917 (3)
  자세변환용구 1,073 (3) 1,101 (5) 173 (6) 391 (5)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1,700 (3) 995 (6) 297 (6) 790 (7)
  전동침대 1,050 (2) 1,150 (2) 465 (6) 570 (6)
  수동침대 1,200 (1) 800 (1) 700 (3) 859 (2)
  욕창예방매트리스 - -　 1,900 (2) 400 (1) 900 (1)
  이동욕조 - -　 1,900 (2) 400 (1) 900 (1)
  목욕리프트 1,200 (1) 1,200 (1) 140 (1) 117 (1)
  배회감지기(매트형) - 　- - - - - - -
  경사로(휴대형) - - - - - - - -

업체수1) 29 (18) 53 (25) 65 (29) 70 (33)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임.
2)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관리비+판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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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품목별 복지용구 공급업체 인력 현황

2011년 기  품목별 복지용구 공 업체 인력 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구입품목 내에서

는 목욕의자 업체가 평균 38명으로 인력규모가 가장 컸으며, 품목 체

를 아울러 가장 큰 규모를 보 다. 여품목에서는 수동휠체어 업체에서 

평균 30명의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는 각 품목당 생산직 인력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업직 인력이 차지하 다. 반면 연구 개발직의 비 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품목별 복지용구 공급 업체 인력 현황(2011년 업체 기준)

(단위: 명)

품목 구분

총 종업원 수 생산직 연구개발직 영업직 기타

평균
응답

업체수
평균

응답

업체수
평균

응답

업체수
평균

응답

업체수
평균

응답

업체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33 (12) 24 (7) 3 (8)  6 (12) 10 (12)
  목욕의자 38 ( 7) 18 (6) 3 (6)  8 ( 6) 13 ( 7)
  성인용 보행기 26 (10) 11 (8) 3 (7)  8 (10) 11 ( 7)
  안전손잡이 19 ( 5) 11 (4) 1 (5)  4 ( 5)  5 ( 5)
  미끄럼방지용품 17 ( 9)  9 (6) 2 (8)  3 ( 8)  8 ( 7)
  간이변기  4 ( 1)  2 (1) - -　 - -  2 ( 1)
  지팡이 26 ( 4)  3 (4) 3 (4) 11 ( 4) 13 ( 3)
  욕창예방방석 23 ( 4) 15 (2) 5 (2)  6 ( 4)  7 ( 3)
  자세변환용구 15 ( 6)  5 (5) 3 (5)  4 ( 4)  6 ( 6)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30 ( 8) 14 (6) 3 (6)  9 ( 8)  9 ( 7)
  전동침대 19 ( 6)  8 (6) 1 (6)  3 ( 6)  6 ( 6)
  수동침대 15 ( 3)  8 (3) 1 (3)  3 ( 3)  3 ( 3)
  욕창예방매트리스 33 ( 2) 15 (2) 5 (2)  4 ( 2) 10 ( 2)
  이동욕조 33 ( 2) 15 (2) 5 (2)  4 ( 2) 10 ( 2)
  목욕리프트 5 ( 1)  4 (1) - -  - -  1 ( 1)
  배회감지기(매트형) - - - - -　 -  - -  - -
  경사로(휴대형) - -　 - -　 - -  -　 -  -　 -

업체수
1) 80 (37) 63 (28) 64 (27) 74 (33) 72 (32)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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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용구 판매현황

가. 품목별 평균 단가 및 평균 매출액

다음의 <표 4-9>는 2011년 복지용구 품목별 평균 단가  평균 매출

액에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 복지용구 체 평균 매단가

는 32만6천원이었으며, 평균 매출액은 9억1천3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구입품목의 목욕의자 매단가가 약 38만원이었으며, 욕

창 방방석이 약 27만6천원이었다. 여품목에서는 동침 가 약 1백2

만7천원이었으며, 수동휠체어가 192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4-9〉 품목별 평균 단가 및 평균 매출액(2011년 기준)

(단위: 천원, 수)

품목 구분
판매단가 복지용구 매출액

평균 단가 응답업체수 평균 매출액 응답업체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182 (7) 717,143 (7)
  목욕의자 388 (7) 912,500 (4)
  성인용 보행기 202 (7) 575,714 (7)
  안전손잡이 196 (2) 710,000 (4)
  미끄럼방지용품 27 (7) 1,006,000 (5)
  간이변기 10 (1) 50,000 (1)
  지팡이 27 (4) 270,000 (2)
  욕창예방방석 276 (4) 1,325,000 (4)
  자세변환용구 96 (4) 1,101,200 (5)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192 (5) 995,000 (6)
  전동침대 1,027 (3) 1,150,000 (2)
  수동침대 750 (2) 800,000 (1)
  욕창예방매트리스 165 (2) 1,900,000 (2)
  이동욕조 260 (2) 1,900,000 (2)
  목욕리프트 1,099 (1) 1,200,000 (1)
  배회감지기(매트형) - 　- - -
  경사로(휴대형) - -　 - -

업체수1) 58 (27) 53 (25)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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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제품공급형태 비중

다음의 <표 4-10>은 복지용구 공 업체의 제품공 형태 비 에 한 

정보이다. 제품의 공 형태 구분은 각각 자사 내에서 제조하는 자사제조, 

국내의 타사에서 공 , 해외의 타사에서 공 , 해외에서 수입하는 공

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다. 매출액을 가 치로 사용하여 가 평

균으로 공 형태의 비 을 도출하 다. 

구입품목  이동변기는 응답업체 가운데 자사제조 비 이 73.3%, 목

욕의자는 67.9%, 성인용보행기는 78.6%, 자세변환용구 87.5%, 지팡이

가 93.9%의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품목에서는 수동휠체어가 해외수입이 61.1% 고, 자사제조는 

11.0%로 나타나, 해외 타사 는 수입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밝 졌다.

다.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제품 판매처의 비중

복지용구가 시장에 공 되었을 때 이러한 공 업체의 제품이 어떤 경

로를 통해 수요되는 지 조사하 다. 그 결과를 나타낸 표가 다음의 <표 

4-11>이다. 이 수치도 역시 매출액 기  가 평균하여 도출한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의 공 업체 제품 매처는 주로 복지용구사업소와 

도소매 유통업체를 통해 복지용구가 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품목 구분별로 살펴보았을 때, 구입품목에서는 이동변기의 70% 

이상이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여품목 

가운데 수동휠체어의 75.7%가 유통업체를 통해 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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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제품공급형태 비중(2011년, 가중평균)

품목 구분
응답

업체수1)

총매출액2)

(백만원)

제품 공급 형태 비중

자사제조 국내타사 해외타사 해외수입

구입품목

  이동변기 9 3,400 73.3 0.2 - 26.6
  목욕의자 8 3,890 67.9 - - 32.2
  성인용 보행기 9 1,824 78.6 4.8 12.6 3.8
  안전손잡이 6 1,040 89.6 4.6 - 5.8
  미끄럼방지용품 7 2,514 93.9 2.5 - 3.7
  간이변기 1 52 100.0 - - -
  지팡이 4 119 99.6 - 0.4 -
  욕창예방방석 4 1,800 30.0 - - 70.0
  자세변환용구 6 1,036 87.5 12.5 -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7 1,800 11.0 8.7 19.3 61.1 
  전동침대 4 1,430 52.8 42.0 - 5.2
  수동침대 1 12 80.0 20.0 - -
  욕창예방매트리스 2 2,510 100.0 - - -
  이동욕조 2 325 100.0 - - -
  목욕리프트 1 200 100.0 - - -
  배회감지기(매트형) - - - - - -
  경사로(휴대형) - - - - - -

평균 71(35) 21,952  62.0 10.2 4.2 23.6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임.
2) 총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총매출액은 기재하였으나 제품 공급 형태 비중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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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제품 판매처의 비중(2011년, 가중평균)

품목 구분
응답

 업체수1)
총매출액2)

(백만원)

제품 판매처

노인복지

시설

복지용구

사업소

유통업체

(도소매)
수출 기타

구입품목

  이동변기 9 3,400 1.3 70.5 27.2 - 1.0 
  목욕의자 7 3,810 0.9 31.4 67.3 - 0.3 
  성인용 보행기 9 1,824 1.4 59.3 36.6 2.6 0.1
  안전손잡이 6 1,040 6.7 66.6 22.5 - 4.1
  미끄럼방지용품 8 4,014 1.9 67.1 30.7 - 0.2
  간이변기 1 52 - 1.0 99.0 - -
  지팡이 4 119 - 64.4 35.5 - 0.1
  욕창예방방석 3 1,100 3.4 44.9 46.9 4.4 0.4 
  자세변환용구 6 1,036 4.8 53.4 18.3 23.2 0.3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9 1,800 2.5 20.2 75.7 - 1.7 
  전동침대 5 1,430 7.7 46.9 45.5 0.0 0.0 
  수동침대 1 12 - 100.0 - - -
  욕창예방매트리스 2 2,510 7.0 29.9 48.0 6.0 9.0 
  이동욕조 2 325 10.0 56.2 33.8 0.0 0.0 
  목욕리프트 1 200 - - - 100.0 -
  배회감지기(매트형) - - - - - - -
  경사로(휴대형) - - - - - - -

평균 70(35) 22,672 2.8 55.9 36.0 4.3 1.0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임.
2) 총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총매출액은 기재하였으나 제품 공급 형태 비중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제4장 복지용구산업체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계 ∙191

라. 복지용구 수입의 주요 이유

이 게 복지용구를 수입하게 된 데에 한 이유는 주로 기술부족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거나, 수요부족으로 생산의 경제성이 취약하다거

나, 국내 제품의 품질 수 이 취약하다거나, 원가 감 등을 이유로 수입

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 이 결과는 아래의 <표 4-12>에 나타난다. 

조사항목의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타 의견으로는 국내제조업체와의 상

호신뢰 계 부족으로 인한 지속 인 업이 어렵고, 재 한국 내에서 

부품  제조에 한 원재료 수 이 힘들거나, 제조인력수 의 어려움 

등이라고 응답하 다.

〈표 4-12〉 복지용구 주요 수입 이유

응답빈도수 빈도

기술부족으로 국내 생산불가  4  19.0  
수요부족으로 생산의 경제성 취약  4  19.0  
국내 제품의 품질수준 취약  3  14.3  
비싼 국내조달가격  2   9.5  
원가절감을 위하여  3  14.3  
기타  5  23.8  

계 21 100.0  

주: 1) 기타로는 국내제조업체와의 상호신뢰관계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업의 어려움, 현재 한국 내에서 

부품 및 제조에 대한 원재료 수급이 힘듬. 제조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이라고 응답함.

  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장기 으로 국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해서 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 질문한 결과 1순 로는 기술개발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2순 로는 원가 감이 40.0%, 3순 로는 기술개발과 마

 강화와 각각 25.0%, 4순 로는 마  강화가 46.9%로 각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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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나타냈다.

〈표 4-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술개발 57.1  20.0 25.0 0.0 0.0 
생산설비 개선 8.6  17.1  28.1  37.5  25.0  

원가절감 22.9  40.0  18.8  12.5  25.0  
마케팅강화 5.7  14.3  25.0  46.9  25.0  

기타1) 5.7  8.6  3.1  3.1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35) (35) (32) (32) (8)

주: 1) 가격경쟁력, 품질개선(고품질), 국가 급여정책변경, 국내제조사의 우호적인 정책 및 자금지원, 대량생산으로 원가

절감, 인재양성, 정책적지원, 타국가제품 정보 등이 있음.

          〔그림 4-1〕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1순위)

기술개발
57.1% 

생산설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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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강화, 

5.7 %

기타
5.7% 

제4절 복지용구 산업 시장규모 추계

복지용구산업의 시장 조사의 상은 복지용구 17개 품목을 생산하거

나 유통하는 업체들을 포함한다. 복지용구 제품은 장기요양보험의 여

제품이기 때문에 복지용구사업소에 매되는 매출과 노인복지시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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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을 통한 매출 등 다양한 매 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복지

용구산업의 시장규모 추계는 복지용구 공 업체가 이러한 다양한 매

역에 공 하는 매출액의 합으로써 추정한다. 

  1. 모집단 조사

이를 해 먼  모집단의 수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해당 산업의 

회에서 조차 산업내 정확한 기업의 수와 업체를 악하기 힘들 정도

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고, 제 로 된 기업들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모집단 조사는 복지용구산업 련 통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록업체, 한국고령친화산업 회 회원사, 

한국의료기기산업 회 회원사  복지용구 련업체, Sendex 등 국내 

고령친화용품 시회 참가업체 등을 상으로 모집단을 구성하 다. 업

체들이 세하기 때문에 매년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 퇴출하는 기업들

이 빈번할 것으로 상하고, 1차 수집된 업체 등을 상으로 해당 기업

들의 휴폐업 등을 알아보고, 복지용구 제품을 계속 생산 는 수입하고 

있는지 일차 으로 악하 다. 이 게 2달여간 실시된 모집된 조사에서 

연락처 불명, 비 상, 업종변경 등의 이유로 모집단에서 제외한 기업들

을 제외하고 남은 기업 144개 기업을 모집단으로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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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모집단의 업체별 분포

(단위: 개)

품  목
공급업체 판매업소

제조 수입 제조+수입 계 지역 업체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13 10 4 27 서울 240
  목욕의자 10 8 6 24 부산 110
  성인용 보행기 19 17 3 39 대구 170
  안전손잡이 9 2 3 14 인천  73
  미끄럼방지용품 24 4 3 31 광주  43
  간이변기 5 1 1 7 대전  46
  지팡이 10 15 1 26 울산  20
  욕창예방방석 12 2 1 15 경기 291
  자세변환용구 17 3 1 21 강원  48
대여품목 충북  44
  수동휠체어 9 6 3 18 충남  64
  전동침대 22 3 1 26 전북  71
  수동침대 12 0 1 13 전남  57
  욕창예방매트리스 7 5 0 12 경북  93
  이동욕조 11 2 0 13 경남  97
  목욕리프트 2 2 0 4 제주  20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  5 1 0 6
  경사로(단차해소기) 2 1 0 3

계1) 189 82 28 299 1,387

계2) 102 34 9 144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 2)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

  2. 시장규모 추정

시장 규모 추정을 해 모집단을 매출 규모별로 층화하여 체 시장

규모를 추정하 다. 일반 으로 모집단 수가 많을 경우 표본추출의 방법

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나, 품목별 복지용구 업체들이 최  39

개 미만이어서 수조사의 방법을 택하 다. 그러나 1차 우편조사에서 

상 업체들의 응답률(응답률 %)이 낮아, 2차 추가조사를 통하여 매출

규모를 직 으로 묻는 방식으로 1차 우편조사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수조사의 매출액을 체하 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무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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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 응답 가 치를 이용하여 처리하 다. 본 연구에서의 무응답

의 원인은 매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상의 비 이 노출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정보제공을 꺼리기 때문으로 악되었다. 

〈표 4-15〉 품목별 매출액 분포

품목
응답

기업수

모집단

수

품목별 매출액 분포(%)
계

(%)1억

이하
1~3억 3~6억 6~15억

15~30억 

이상
구입품목

  이동변기 16 27 50.0 18.75 18.75 12.50 0 100
  목욕의자 13 24 53.85 23.08 7.69 7.69 7.69 100
  성인용보행기 23 39 52.17 21.74 21.74 4.35 0 100
  안전손잡이 11 14 54.55 9.09 27.27 9.09 0 100
  미끄럼방지용품 14 40 50 21.43 14.29 7.14 7.14 100
  간이변기  5  7 100 0 0 0 0 100
  지팡이 14 26 78.57 21.43 0 0 0 100
  욕창예방방석  9 15 33.33 11.11 33.33 22.22 0 100
  자세변환용구 11 21 54.55 27.27 9.09 9.09 0 100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9 18 33.33 33.33 11.11 11.11 11.11 100
  전동침대 11 27 18.18 27.27 27.27 18.18 9.09 100
  수동침대  7 13 42.86 28.57 14.29 0 14.29 100
  욕창예방매트리스  7 12 42.86 14.29 14.29 14.29 14.29 100
  이동욕조  6 13 83.33 16.67 0 0 0 100
  목욕리프트  2  4 0 50 0 0 50 100
  배회감지기(매트용)  2  6 50 0 50 0 0 100
  경사로(휴대용)  1  3 0 0 0 0 100 100

계 46.92 19.06 14.65 6.80 12.57 100

여기서 가 치는 무응답으로 인한 모집단 분포와의 불균형을 조정하

기 한 가 층 조정군(weighting class adjustment)을 반 하 으며. 

이를 해 각 품별별 가 값 조정군을 <표4-15>과 같이 구하 다. 가

값 조정군의 형성은 모집단기업의 매출액 분포를 이용하 다.  

모총계 추정치는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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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c군에 속하는 응답자, 은 응답자수, 는 c군의 

모집단수, 는 i기업의 매출액이다.

  3. 시장규모 추계결과

응답가 치를 이용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약 95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  제조 생산규모는 836억원, 수입 규

모는 114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팡이의 경우 99.8%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간이변기의 경우 47.4%,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에 

45.9%, 목욕의자 23.1% 등의 순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4-16〉 2011년 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종합)

(단위: 개, 백만원, %)

업체수
2011년 시장규모

제조생산 수입 매출 수입비중

구입품목

  이동변기 27 6,002 932 6,934 13.4
  목욕의자 24 5,717 1,719 7,436 23.1
  성인용보행기 39 4,086 3,469 7,556 45.9
  안전손잡이 14 3,245 79 3,324  2.4
  미끄럼방지용품 40 10,651 1,511 12,162 12.4
  간이변기  7 112 102 215 47.4
  지팡이 26 2 1,039 1,041 99.8
  욕창예방방석 15 4,653 933 5,586 16.7
  자세변환용구 21 3,140 265 3,405  7.8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18 11,300 1,320 12,620 10.5
  전동침대 27 15,566 0 15,566  0.0
  수동침대 13 7,423 0 7,423  0.0
  욕창예방매트리스 12 5,194 83 5,277  1.6
  이동욕조 13 910 0 910  0.0
  목욕리프트  4 4,400 0 4,400  0.0
  배회감지기(매트용)  6 1,209 0 1,209  0.0
  경사로(휴대용)  3 - - -

계 83,610 11,452 95,06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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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 방안관련 산업체 의견조사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복지용구 공 업체와 매업소를 심으로 복지용구 수요

기반확 와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복지용구 여체계 개선방안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2. 조사 개요

□ 조사방법: 화조사

□ 조사기간: 2012.10월  

□ 조사 상: 복지용구 공 업체 144개, 매업소 1,387개

  □ 조사내용: 복지용구 수요기반확 , 산업경쟁력 강화, 복지용구 여

체계 개선방안 등에 한 의견수렴

  3. 조사 대상

본 조사 상에 포함된 1,600개 업체(공 업체 144개, 매업체 

1,387개) 가운데, 가운데 82개 업체가 조사되어 완료율은 56.9%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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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으며, 매업체 1,387개 업체 가운데에서는 224개 업체가 조사되어, 

완료율은 16.1% 다.

공 업체 144개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공  등록업체와 한

국고령친화산업 회에 등록된 업체 으며, 매업소는 2012 노인복지시

설 황(보건복지부, 2011)에 복지용구로 등록된 업체에 해당된다.

〈표 5-1〉 복지용구 산업체 의견조사 대상 구분

구분 근거 총 조사업체수

공급업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17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록업체, 
한국고령친화산업협회 등록회원 등)

213개 업체 213개 업체

판매업소1) 노인복지시설 현황(복지용구) 1,387개 업소 1,387개 업소

자료: 1) 보건복지부(2012). 2012노인복지시설현황

〈표 5-2〉 조사완료율

모집단(수) 완료업체(수) 완료율(%)

공급업체 144 82 56.9

판매업소 1,387 224 16.1

복지용구 공 업체  매업소를 상으로 연 매출 규모를 조사한 

결과, 공 업체에서는 응답한 업체 가운데 1억 미만이 32.9% 으며, 15

억 이상인 업체는 15.8% 다. 매업소의 경우에도 응답한 업체 가운데 

1억 미만이 79.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15억 이상이 3.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조사결과 공 업체의 연 매출 규모가 3억 

미만이 50% 이상이며, 매업소 한 1억 미만이 70%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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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모집단과 응답자의 업체별 분포

(단위: 수)

구  분

모집단 응답자

공급업체 판매업소 공급업체 판매업소

제조 수입
 제조+

수입
계 지역

업체

수
제조 수입

 제조+

수입
계 지역

업체

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13 10 4 27 서울 240 11 7 3 21 서울  41
  목욕의자 10 8 6 24 부산 110 9 5 5 19 부산  17
  성인용 보행기 19 17 3 39 대구 170 15 9 2 26 대구  13
  안전손잡이  9 2 3 14 인천 73 6 2 1 9 인천  18
  미끄럼방지용품 24 4 3 31 광주 43 13 2 2 17 광주  12
  간이변기  5 1 1 7 대전 46 5 1 0 6 대전   6
  지팡이 10 15 1 26 울산 20 9 10 1 20 울산   3
  욕창예방방석 12 2 1 15 경기 291 8 1 1 10 경기  42
  자세변환용구 17 3 1 21 강원 48 7 2 1 10 강원   7
대여품목 충북 44 　 　 　 　 충북   8
  수동휠체어  9 6 3 18 충남 64 8 5 3 16 충남  11
  전동침대 22 3 1 26 전북 71 15 1 1 17 전북  10
  수동침대 12 0 1 13 전남 57 6 0 1 7 전남   6
  욕창예방매트리스  7 5 0 12 경북 93 6 5 0 11 경북  17
  이동욕조 11 2 0 13 경남 97 6 1 0 7 경남  11
  목욕리프트  2 2 0 4 제주 20 2 0 0 2 제주   2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  5 1 0 6 1 1 0 2
  경사로(단차해소기)  2 1 0 3 2 1 0 3

계1) 189 82 28 299 1,387 129 53 21 203 224
(102) (34) (9) (144) (56) (19)  (7) (82)

주: 1)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한 업체수이며, ( )은 품목 중복생산업체 고려하지 않은 업체수임.

〈표 5-4〉 복지용구 업체의 연매출 분포

     (단위: %, 수)

연매출
공급업체

판매업소
제조 수입 제조+수입 계

 1억 미만  26.8  52.6  28.6  32.9  79.0 
 1~ 3억 미만  21.4  31.6  14.3  23.2  12.3 
 3~ 6억 미만  25.0   5.3  28.6  20.7   2.7 
 6~15억 미만   7.1   5.3  14.3   7.3   2.3 
15~30억 미만   0.0   0.0  14.3   1.2   2.3 
30~70억 미만  19.6   0.0   0.0  13.4   0.9 

70억 이상   0.0   5.3   0.0   1.2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56) (19) (7) (82) (219)

주: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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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업체별 종업원 수를 보면, 공 업체의 응답자 82개 업체 가

운데, 1인부터 5인까지 36.6%, 6인 이상인 업체가 63.4%로 나타나, 6

인 이상인 업체가 많은 반면, 매업소의 경우는 응답한 224개 업소 가

운데 1인 이하인 업체가 45.1%, 6인 이상인 업소가 7.6%로, 매업소

의 부분이 소규모임을 나타냈다.

〈표 5-5〉 복지용구 업체별 종업원수 분포

     (단위: %, 수)

  종업원수
공급업체

판매업소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조+수입 계

1인   7.1  10.5   0.0   7.3  45.1 
2인   5.4   5.3   0.0   4.9  27.2 
3인   7.1  10.5   0.0   7.3  14.3 
4인   7.1  10.5   0.0   7.3   2.7 
5인  12.5   5.3   0.0   9.8   3.1 

6인 이상  60.7  57.9 100.0  63.4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56) (19) (7) (82) (224)

  4. 조사 대상업체들의 복지용구 사업 전망

복지용구 업체들의 향후 수요 망을 해 기업들을 상으로 향후 수

요에 한 주 인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수화하여 산출하

다. 지수화를 해 복지용구 공 업체(제조업체, 수입업체)  매업

체를 상으로 생산 는 매하는 주력품목에 해 향후 수요를 5 척

도( 격한 증가, 완만한 증가, 년과 같다, 완만한 감소, 격한 감소)로 

응답한 결과를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복지용구 업체들이 체감하

는 향후 사업 망을 알아보기 해 각각의 응답내용에 한 응답자수

를 계산한 후, 각 응답업체수에 가 치를 부여 고, 이를 체 응답업체



제5장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의견조사 ∙203

수로 나  값을 이용하 다. 이는 일종의 사업 망을 나타내는 경제심리

지표(Business survey index)라 할 수 있다. 

 

   전체응답 업체수
급격한 증가×완만한 증가×완만한 감소× 급격한 감소×

×  

BSI지수는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갖게 되며, 정 인 답변과 부정

인 답변이 같을 때 100되고, 100을 기 으로 100보다 크면 수요 증

가, 100보다 작으면 수요 감소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결과 품목별로 사업 망이 달랐으며, 가장 망이 좋았던 품목은 

공 업체의 경우 구입품목에서는 자세변환용구(150), 목욕의자(133), 미

끄럼방지용품(125), 이동변기(114), 성인용보행기‧안 손잡이(113), 욕창

방방석(108), 목욕의자(105) 등의 순이었으며, 여품목에서는 이동욕

조(200), 수동휠체어(106) 등으로 망되었다.

매업체의 경우, 구입품목에서는 욕창 방방석(150), 간이변기‧지팡

이(125), 미끄럼방지용품(122), 성인용보행기(120), 이동변기(114), 자세

변환용구(110), 목욕의자(102)의 순이었다. 여품목에서는 자세변환용

구(150), 수동휠체어(130), 욕창 방매트리스(125), 동침 (80) 등의 

순이었다. 

공 업체와 매업체의 사업 망이 다르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사업 망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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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경기심리지표를 이용한 품목별 복지용구 사업 전망(공급업체)

(단위: 개수, 지수)

급격한 

증가

완만한 

증가

금년과 

같다

완만한 

감소

급격한 

감소

BSI 지수

제조 수입 제조+수입 계
구입품목

  이동변기 14.3 42.9 14.3 14.3 14.3 138 83 100 114
  목욕의자 0.0 66.7 33.3 0.0 0.0 150 100 150 133
  성인용보행기 0.0 58.3 8.3 33.3 0.0 108 125 100 113
  안전손잡이 0.0 25.0 75.0 0.0 0.0 113 113
  미끄럼방지용품 0.0 62.5 25.0 12.5 0.0 129 100 125
  간이변기 0.0 0.0 50.0 50.0 0.0 75 75
  지팡이 0.0 40.0 40.0 0.0 20.0 50 133 100
  욕창예방방석 0.0 33.3 50.0 16.7 0.0 100 150 108
  자세변환용구 0.0 100.0 0.0 0.0 0.0 150 150 150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0.0 44.4 33.3 11.1 11.1 150 100 100 106
  전동침대 0.0 25.0 25.0 50.0 0.0 93 50 88
  수동침대 0.0 33.3 33.3 33.3 0.0 75 150 100
  욕창예방매트리스 0.0 33.3 0.0 0.0 66.7 150 50
  자세변환용구 0.0 0.0 0.0 0.0 0.0
  이동욕조 100.0 0.0 0.0 0.0 0.0 200 200
  목욕리프트 0.0 0.0 0.0 0.0 0.0

〈표 5-7〉 경기심리지표를 이용한 품목별 복지용구 사업 전망(판매업체)

(단위: 개수, 지수)

급격한 증가 완만한 증가 금년과 같다 완만한 감소 급격한 감소 BSI 지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7.6 47.2 15.1 26.4 3.8 114
  목욕의자 7.7 26.9 30.8 30.8 3.9 102
  성인용보행기 9.5 40.5 33.3 14.3 2.4 120
  안전손잡이 0.0 0.0 0.0 0.0 0.0
  미끄럼방지용품 10.3 34.5 44.8 10.3 0.0 122
  간이변기 0.0 50.0 50.0 0.0 0.0 125
  지팡이 16.7 33.3 33.3 16.7 0.0 125
  욕창예방방석 33.3 33.3 33.3 0.0 0.0 150
  자세변환용구 0.0 30.0 60.0 10.0 0.0 110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0.0 66.7 25.9 7.4 0.0 130
  전동침대 7.5 45.0 22.5 20.0 5.0 115
  수동침대 0.0 20.0 20.0 60.0 0.0  80
  욕창예방매트리스 0.0 75.0 0.0 25.0 0.0 125
  자세변환용구 0.0 100.0 0.0 0.0 0.0 150
  이동욕조 0.0 0.0 0.0 0.0 0.0
  목욕리프트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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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 정책 평가

  1.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정책

정부는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의 정부지원정책은 고령친화용

품 R&D지원,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

도 운 , 고령친화 종합체험  운  등을 들 수 있다. 

 

가. R&D 지원

먼  고령친화 용품 R&D지원과 련하여서는 고령친화 산은 별도

로 없으며, 각 부처 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기 으로 고령친화산업 련 R&D 산은 약 198.6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표 5-8〉 복지용구산업 관련 R&D 지원예산 현황

사업명 지원 규모 및 기간 2010년 지원액

보건복지부
노인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추진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2년이내 지원

 25억원

교육과학

기술부

공공복지 

안전연구사업

2010~2014년(5년)/총800억원

(추진과제당 년 12~14억원 내외) 108억원

지식경제부
국민편익 증진 

기술개발사업

2011~2013년(3년간, (추진과제당 

4억원/년 내외)   47억원

국립재활원 재활 R&D 사업 18.6억원

자료: 각 부처 연구개발 사업단 홈페이지 자료, 작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고령친화 산업 지원센터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산업의 효율  지원을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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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6월 부산테크노 크 고령친화

산업화지원센터를 각각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 하고 있

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 고령친화산업의 발 을 한 제도의 조사‧연구

- 고령친화산업의 발 에 필요한 기술  표 화 연구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한 사업

- 고령친화산업과 련된 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한 사업

  - 고령친화산업 발 을 한 유통활성화와 국제 력  해외진출 지원

- 고령친화사업자에 한 지원

- 고령친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 그밖에 고령친화산업 발 에 필요한 사업

다.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품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심사,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 소비자에게 보 을 진하고, 산업체 활성

화를 지원할 목 으로 운 되어 왔다. 운 기 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며 2008년 최  시행된 후 연

가 2회 신청/심사를 하고 있다. 

라.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 은 신체  인지능력 하 등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제품의 시  동제품의 이용을 통한 편익성과 안 성

의 직 체험, 각종 고령자에 한 정보(요양, 주택, 문화, , 자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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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의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수요창출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 으로 설립되었다. 재 경기도 성남시(‘08), 구 역시(’08), 

주 역시(‘11)에 종합체험 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건물개조, 

체험과 제품구입  유지보수 등에 약 10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용구 공 업체를 상으로 복지용구산업 련 정부지원정책  

가장 실효성이 높았던 정책에 한 질문에 해 제조업체, 수입업체, 

매업체의 평가가 엇갈렸다. 

〈표 5-9〉 가장 실효성이 높았던 정부 정책

(단위: %, 개소)

구분
R&D

지원

산업 

지원센터 

운영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종합

체험관 

운영

기타 계 N χ2

공급

업체

계 23.2 20.7 36.6 14.6 4.9 100.0 (82)

업체별

제조 26.8 21.4 35.7 10.7 5.4 100.0 (56)
4.2수입 21.1 15.8 36.8 21.1 5.3 100.0 (19)

제조+수입 0.0 28.6 42.9 28.6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이하 22.2 18.5 44.4 7.4 7.4 100.0 (27)

24.6

1억~3억미만 36.8 10.5 31.6 15.8 5.3 100.0 (19)
3억~6억미만 17.6 11.8 41.2 29.4 0.0 100.0 (17)
6억~15억미만 16.7 50.0 33.3 0.0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0.0 0.0 10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18.2 36.4 27.3 9.1 9.1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20.1 18.8 45.1 12.1 4.0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이하 16.8 21.4 45.7 11.6 4.6 100.0 (173)

31.7

1억~3억미만 29.6 11.1 48.1 7.4 3.7 100.0 (27)
3억~6억미만 16.7 0.0 50.0 33.3 0.0 100.0 (6)
6억~15억미만 20.0 20.0 40.0 2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40.0 0.0 40.0 2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50.0 0.0 0.0 0.0 100.0 (2)
70억 이상 100.0 0.0 0.0 0.0 0.0 100.0 (1)
무응답 40.0 0.0 40.0 20.0 0.0 100.0 (5)

주: * p<0.1, **p<.05, ***p<.01, N.S.(Not Significant)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았던 정부의 정책

을 묻는 질문에 해 82개 공 업체 가운데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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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224개 매업소 

가운데에서도 공 업체와 마찬가지로 45.1%가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제도 운 이라고 응답하 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

다는 의견이 있었다.

  2. 복지용구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

복지용구는 정의상 어르신들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상태

에 맞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

품이다. 복지용구 시장은 노인장기요양이 시행되는 2008년 6월 이 에

는 시장이 미미하 다가,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함으로써 

산업이 태동하 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

착하면서 항후 고정 이고 직 인 수요층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기반이 

확 될 것으로 상된다.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535만명이지만 

2030년에는 1,18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간  수요도 증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최  소

비층인 베이비부머 세 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향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공 업체의 부분 세한 규모이고, 우리나라 고령

친화산업은 아직까지 태동기  개화기라 할 수 있어, 민간의 극 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공 업체와 매업체를 상으로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의 주요 제약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결과 체 공 업체 가운데 

26.1%가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여제도 운 , 정비 미흡이라고 응답

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그 다음으로 25.5%가 정부의 산업 활

성화 노력, 추진체계  사회  인식 미흡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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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소별로는 28.9%가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여제도 운 , 정비 

미흡이라고 응답하 고, 28.6%가 정부의 산업 활성화 노력, 추진체계 

 사회  인식 미흡이라고 응답하여 공 업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 다.

〈표 5-10〉 공급업체, 판매업체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제약요인(두 가지 응답) 

구분

수요

기반  

 미흡1)

경쟁력 

부족2)

운영, 

정비

 미흡3)

법제도, 

표준화 

미흡4)

활성화, 

추진체계, 

인식미흡5)
기타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4.3 13.7 26.1 20.5 25.5 0.0 100.0 (161)

업체별

제조 14.7 13.8 27.5 16.5 27.5 0.0 100.0 (109)
5.9수입 10.5 15.8 26.3 28.9 18.4 0.0 100.0 (38)

제조+수입 21.4 7.1 14.3 28.6 28.6 0.0 100.0 (1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9.3 18.5 24.1 24.1 24.1 0.0 100.0 (54)

17.7

1억~3억미만 16.2 16.2 27.0 27.0 13.5 0.0 100.0 (37)
3억~6억미만 18.2 9.1 21.2 15.2 36.4 0.0 100.0 (33)
6억~15억미만 16.7 0.0 33.3 8.3 41.7 0.0 100.0 (12)
15억~30억미만 0.0 0.0 50.0 50.0 0.0 0.0 100.0 (2)
30억~70억미만 19.0 14.3 28.6 14.3 23.8 0.0 100.0 (21)
70억 이상 0.0 0.0 50.0 0.0 50.0 0.0 100.0 (2)

판매

업소

계 13.4 9.6 28.9 19.0 28.6 0.4 100.0 (44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14.7 10.4 28.3 18.8 27.2 0.6 100.0 (346)

15.7

1억~3억미만 11.3 3.8 30.2 20.8 34.0 0.0 100.0 (53)
3억~6억미만 8.3 8.3 33.3 16.7 33.3 0.0 100.0 (12)
6억~15억미만 10.0 0.0 40.0 20.0 30.0 0.0 100.0 (10)
15억~30억미만 0.0 10.0 30.0 30.0 30.0 0.0 100.0 (10)
30억~70억미만 0.0 25.0 25.0 25.0 25.0 0.0 100.0 (4)

70억 이상 0.0 50.0 0.0 0.0 50.0 0.0 100.0 (2)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1) 복지용구 수요기반 미흡  2) 산업체의 R&D투자, 전문인력 부족 등 경쟁력 부족

   3)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도 운영, 정비 미흡  4) 법제도 및 표준화 관련 미흡

   5) 정부의 산업 활성화 노력, 추진체계 및 사회적 인식 미흡

제3절 복지용구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고령친화 산업의 요성을 인식 2005년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산업육성을 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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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간 검 필요하다.  

  1.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대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 를 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나

어 각각의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해 먼  제품홍보를 지원

하고 제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2%

으며,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해서는 4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복지용구 여 상 확   여수 자 연간 한도 액 확 는 

72.5%가, 여품목 확 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조사결과 

부분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척도를 이용하여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 를 해 가장 필요한 정

책이 무엇인지에 해 조사한 결과, 제품 홍보 지원  제품체험 기회제

공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 고(3.928), 이어서 여품목 확

(3.915), 복지용구 여 상 확   여 수 자 연간 한도 액 확

(3.895), 주요 해외시장 개척을 한 인허가 정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

원(3.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1〉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대 위한 정부정책 필요성(종합)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5점 

척도

(필요성)
제품홍보 지원 및 제품체험 

기회 제공
30.4 44.8 12.7 11.4 0.7 100.0 (306) (3.928)

주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인허가 

정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13.4 33.3 20.9 30.4 2.0 100.0 (306) (3.258)

복지용구 급여대상 확대 및 급여 

수급자 연간 한도 금액 확대
28.1 44.4 16.3 11.1 0.0 100.0 (306) (3.895)

급여품목 확대 27.5 48.7 12.4 10.8 0.7 100.0 (306) (3.915)

평균 24.8 42.8 15.6 15.9 0.8 100.0 (306) (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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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각 질문항목별로 공 업체와 매업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품 홍보 지원  제품 체험기회 제공의 필요성에 해 공 업체

에서는 7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은 8.5%에 불과하 다. 매업소에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1%인데 반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4%에 머물 다.

〈표 5-12〉 제품 홍보 지원 및 제품 체험기회 제공의 필요성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36.6 41.5 13.4 8.5 0.0 100.0 (82)

업체별

제조 37.5 41.1 14.3 7.1 0.0 100.0 (56)
1.3수입 31.6 47.4 10.5 10.5 0.0 100.0 (19)

제조+수입 42.9 28.6 14.3 14.3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40.7 44.4 11.1 3.7 0.0 100.0 (27)

22.5

1억~3억미만 31.6 42.1 21.1 5.3 0.0 100.0 (19)
3억~6억미만 23.5 41.2 17.6 17.6 0.0 100.0 (17)
6억~15억미만 50.0 16.7 0.0 33.3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0.0 10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54.5 45.5 0.0 0.0 0.0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28.1 46.0 12.5 12.5 0.9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3.7 48.6 15.6 11.0 1.2 100.0 (173)

29.8

1억~3억미만 44.4 33.3 3.7 18.5 0.0 100.0 (27)
3억~6억미만 33.3 50.0 0.0 16.7 0.0 100.0 (6)
6억~15억미만 60.0 20.0 0.0 2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40.0 40.0 0.0 2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100.0 0.0 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무응답 20.0 80.0 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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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시장 개척을 해 인허가 정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해 공 업체는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1.0%를 차지하 다. 매업소에서는 

3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40.2%를 나타내, 공 업체와는 다른 견해를 보 다.

〈표 5-13〉 주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인허가 정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24.4 48.8 15.9 11.0 0.0 100.0 (82)

업체별

제조 28.6 50.0 14.3 7.1 0.0 100.0 (56)
7.7수입 15.8 36.8 26.3 21.1 0.0 100.0 (19)

제조+수입 14.3 71.4 0.0 14.3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2.2 51.9 18.5 7.4 0.0 100.0 (27)

12.7

1억~3억미만 26.3 52.6 15.8 5.3 0.0 100.0 (19)
3억~6억미만 29.4 35.3 11.8 23.5 0.0 100.0 (17)
6억~15억미만 33.3 33.3 16.7 16.7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18.2 63.6 9.1 9.1 0.0 100.0 (11)
70억 이상 0.0 0.0 10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9.4 27.7 22.8 37.5 2.7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5.8 25.4 24.9 40.5 3.5 100.0 (173)

37.8

1억~3억미만 25.9 29.6 3.7 40.7 0.0 100.0 (27)
3억~6억미만 16.7 33.3 33.3 16.7 0.0 100.0 (6)
6억~15억미만 20.0 40.0 40.0 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60.0 40.0 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0.0 0.0 50.0 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무응답 20.0 60.0 2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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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복지용구 여 상 확   여 수 자 연간 한도 액 확

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공 업체의 92.7%의 높은 응답률을 나

타냈으며, 매업소에서는 65.2%로 공 업체보다는 다소 낮은 분포를 

보 다. 업체별로도 제조, 수입, 제조  수입업체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를 보  복지용구 여 상 확   여수 자의 연간한도

액 확 에 한 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4〉 복지용구 급여대상 확대 및 급여 수급자 연간 한도 금액 확대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39.0 53.7 3.7 3.7 0.0 100.0 (82)

업체별

제조 41.1 57.1 1.8 0.0 0.0 100.0 (56)
14.2**수입 31.6 42.1 10.5 15.8 0.0 100.0 (19)

제조+수입 42.9 57.1 0.0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미만 44.4 40.7 11.1 3.7 0.0 100.0 (27)

18.1

1~3억 미만 26.3 73.7 0.0 0.0 0.0 100.0 (19)
3~6억 미만 29.4 64.7 0.0 5.9 0.0 100.0 (17)
6~15억 미만 50.0 33.3 0.0 16.7 0.0 100.0 (6)
15~30억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70억 미만 54.5 45.5 0.0 0.0 0.0 100.0 (11)
70억 이상 100.0 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24.1 41.1 21.0 13.8 0.0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미만 20.8 41.0 22.0 16.2 0.0 100.0 (173)

23.3

1~3억 미만 44.4 33.3 11.1 11.1 0.0 100.0 (27)
3~6억 미만 0.0 66.7 33.3 0.0 0.0 100.0 (6)
6~15억 미만 40.0 40.0 20.0 0.0 0.0 100.0 (5)
15~30억 미만 20.0 40.0 40.0 0.0 0.0 100.0 (5)
30~70억 미만 100.0 0.0 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무응답 20.0 60.0 2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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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의 여품목 확 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해 공 업체

의 7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5%를 차지하 다. 매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75.5%로 공 업체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5% 다.

공 업체를 다시 업체별로 나 어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제조, 수입, 제조  수입업체 모두에서 70% 이상의 분포를 나타냈

으며, 매출규모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를 보 다. 매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5-15〉 급여품목 확대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9.5 58.5 13.4 8.5 0.0 100.0 (82)

업체별

제조 21.4 55.4 16.1 7.1 0.0 100.0 (56)
2.5수입 15.8 68.4 5.3 10.5 0.0 100.0 (19)

제조+수입 14.3 57.1 14.3 14.3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2.2 70.4 7.4 0.0 0.0 100.0 (27)

24.4

1억~3억미만 10.5 52.6 15.8 21.1 0.0 100.0 (19)
3억~6억미만 11.8 64.7 11.8 11.8 0.0 100.0 (17)
6억~15억미만 16.7 33.3 33.3 16.7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0.0 10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45.5 45.5 9.1 0.0 0.0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30.4 45.1 12.1 11.6 0.9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6.6 47.4 12.1 13.3 0.6 100.0 (173)

23.6

1억~3억미만 48.1 25.9 11.1 11.1 3.7 100.0 (27)
3억~6억미만 66.7 33.3 0.0 0.0 0.0 100.0 (6)
6억~15억미만 40.0 40.0 20.0 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40.0 60.0 0.0 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50.0 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무응답 0.0 60.0 4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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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업체는 국 등 가생산국의 비용우 략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국내 공 업체  매업소를 상으로 경쟁국 

비 국내제품 품질경쟁력에 해 질문하 다. 그 결과 공 업체의 

36.5%가 불리하다고 응답하 으며,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2%로 

유리하다는 응답률이 약간 높았다. 매업소에서는 37.5%가 불리하다고 

응답하 고, 16.6%가 유리하다고 응답하여 공 업체와는 조 인 경향

을 보 다.

〈표 5-16〉 경쟁국 대비 국내 수입제품 품질경쟁력(품질면)

구분
매우

불리

다소

불리

비슷

하다

다소

유리

매우

유리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8.5 28.0 23.2 26.8 13.4 100.0 (82)

업체별

제조 3.6 25.0 25.0 28.6 17.9 100.0 (56)
19.3**수입 26.3 36.8 5.3 26.3 5.3 100.0 (19)

제조+수입 0.0 28.6 57.1 14.3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7.4 25.9 25.9 29.6 11.1 100.0 (27)

15.7

1억~3억미만 15.8 15.8 26.3 21.1 21.1 100.0 (19)
3억~6억미만 0.0 35.3 17.6 35.3 11.8 100.0 (17)
6억~15억미만 0.0 33.3 33.3 16.7 16.7 100.0 (6)
15억~30억미만 0.0 0.0 10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18.2 36.4 9.1 27.3 9.1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3.1 34.4 46.9 13.8 1.8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9 34.1 46.2 14.5 2.3 100.0 (173)

32.7

1억~3억미만 0.0 40.7 51.9 7.4 0.0 100.0 (27)
3억~6억미만 0.0 50.0 33.3 16.7 0.0 100.0 (6)
6억~15억미만 0.0 40.0 60.0 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20.0 40.0 20.0 2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0.0 0.0 50.0 0.0 100.0 (2)
70억 이상 0.0 0.0 100.0 0.0 0.0 100.0 (1)
무응답 0.0 0.0 80.0 2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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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쟁국 비 국내제품 가격경쟁력에 해 질문한 결과 공

업체의 53.7%에서 불리하다고 응답하 고, 유리하다는 응답은 17.1%로 

나타났다. 매업소의 경우에는 45.0%가 불리하다고 응답하 고, 유리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를 나타내, 공 업체, 매업소 모두에서 

경쟁국 비 국내제품 가격경쟁력이 불리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17〉 경쟁국 대비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가격면)

구분
매우

불리

다소

불리

비슷

하다

다소

유리

매우

유리

모르

겠다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2.2 41.5 28.0 13.4 3.7 1.2 100.0 (82)

업체별

제조 8.9 42.9 30.4 14.3 1.8 1.8 100.0 (56)
12.2수입 26.3 26.3 21.1 15.8 10.5 0.0 100.0 (19)

제조+수입 0.0 71.4 28.6 0.0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18.5 33.3 22.2 14.8 7.4 3.7 100.0 (27)

18.5

1억~3억미만 10.5 47.4 26.3 10.5 5.3 0.0 100.0 (19)
3억~6억미만 5.9 47.1 35.3 11.8 0.0 0.0 100.0 (17)
6억~15억미만 0.0 50.0 33.3 16.7 0.0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9.1 45.5 27.3 18.2 0.0 0.0 100.0 (11)
70억 이상 100.0 0.0 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7.1 37.9 35.7 17.9 1.3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6.9 42.2 35.3 14.5 1.2 100.0 (173)

30.9

1억~3억미만 7.4 37.0 29.6 22.2 3.7 100.0 (27)
3억~6억미만 0.0 0.0 66.7 33.3 0.0 100.0 (6)
6억~15억미만 0.0 0.0 60.0 4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20.0 20.0 20.0 4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0.0 0.0 50.0 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무응답 0.0 20.0 60.0 2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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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지용구 업체들이 생각하는 복지용구 생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에 해 다섯 가지를 질문한 결과 필

요하다는 응답률은 평균 76.1%로 높았으며, 필요하지 않다에는 10.3%

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를 다시 5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용구 제품에 한 

표 을 제정 보 하여 제품품질의 향상  안 성 확보가 요하다고 

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4.177), 이어서 복지용구에 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 (4.075),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보(3.872), 보험

여 가격에서의 우수제품 개발 인센티 제공(3.653), 우수제품 지정 표

지제도 확   인센티 개발(3.669)의 순이었다.

〈표 5-18〉 복지용구 생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종합)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5점

척도

복지용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32.0 49.7 12.1 6.2 0.0 100.0 (306) (4.075)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 제품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32.0 57.5 7.2 2.9 0.3 100.0 (306) (4.177)

우수제품 지정 표시제도 확대 

및 인센티브 개발
17.6 50.0 13.7 17.6 1.0 100.0 (306) (3.653)

보험급여 가격에서의 우수제품 

개발 인센티브 제공 
13.1 53.9 20.3 12.1 0.7 100.0 (306) (3.669)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보
24.2 50.3 15.0 9.5 1.0 100.0 (306) (3.872)

평균 23.8 52.3 13.7 9.7 0.6 100.0 (306) (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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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개별 질문항목별로 공 업체와 매업소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먼  복지용구에 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 의 필요성에 

한 질문에서는 공 업체의 8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하 다. 매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9.9% 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에 불과하 다. 

〈표 5-19〉 복지용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40.2 46.3 11.0 2.4 0.0 100.0 (82)

업체별

제조 46.4 46.4 5.4 1.8 0.0 100.0 (56)
10.1수입 31.6 36.8 26.3 5.3 0.0 100.0 (19)

제조+수입 14.3 71.4 14.3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44.4 40.7 11.1 3.7 0.0 100.0 (27)

15.5

1억~3억미만 36.8 47.4 15.8 0.0 0.0 100.0 (19)
3억~6억미만 23.5 64.7 11.8 0.0 0.0 100.0 (17)
6억~15억미만 33.3 33.3 16.7 16.7 0.0 100.0 (6)
15억~30억미만 100.0 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63.6 36.4 0.0 0.0 0.0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29.0 50.9 12.5 7.6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5.4 52.0 13.9 8.7 100.0 (173)

26.4

1억~3억미만 48.1 44.4 3.7 3.7 100.0 (27)
3억~6억미만 33.3 33.3 33.3 0.0 100.0 (6)
6억~15억미만 40.0 60.0 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40.0 60.0 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5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20.0 60.0 2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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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품에 한 표 을 제정 보 하여 제품품질 향상  안

성 확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 분석 결과에서는 84.2%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 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1% 다. 매업소

에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1.5%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국내 

복지용구 생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정부가 복지용구 

제품에 한 표 을 제정 보 하여 제품품질 향상  안 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20〉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 제품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24.4 59.8 9.8 4.9 1.2 100.0 (82)

업체별

제조 26.8 60.7 7.1 3.6 1.8 100.0 (56)
5.4수입 26.3 52.6 15.8 5.3 0.0 100.0 (19)

제조+수입 0.0 71.4 14.3 14.3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2.2 59.3 11.1 3.7 3.7 100.0 (27)

31.5

1억~3억미만 31.6 57.9 5.3 5.3 0.0 100.0 (19)
3억~6억미만 23.5 70.6 0.0 5.9 0.0 100.0 (17)
6억~15억미만 16.7 33.3 33.3 16.7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0.0 10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27.3 72.7 0.0 0.0 0.0 100.0 (11)
70억 이상 0.0 0.0 10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34.8 56.7 6.3 2.2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7.7 63.0 6.9 2.3 100.0 (173)

25.3

1억~3억미만 59.3 37.0 0.0 3.7 100.0 (27)
3억~6억미만 50.0 33.3 16.7 0.0 100.0 (6)
6억~15억미만 60.0 40.0 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80.0 20.0 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5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100.0 0.0 0.0 100.0 (1)
무응답 60.0 20.0 2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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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 복지용구 리 황을 살펴보면, 복지용구 품목에 

한 우수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다음은 우수제품 지정 표시제도 확   

인센티  개발 제도의 필요성에 해 질문한 결과이다.

먼  공 업체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 업체의 68.3%, 매업소

의 67.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공 업체 

가 15.8%, 매업소 19.6% 다.

〈표 5-21〉 우수제품 지정 표시제도 확대 및 인센티브 개발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9.5 48.8 15.9 13.4 2.4 100.0 (82)

업체별

제조 23.2 46.4 16.1 12.5 1.8 100.0 (56)
10.4수입 15.8 36.8 21.1 21.1 5.3 100.0 (19)

제조+수입 0.0 100.0 0.0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5.9 40.7 11.1 18.5 3.7 100.0 (27)

19.6

1억~3억미만 10.5 47.4 26.3 15.8 0.0 100.0 (19)
3억~6억미만 23.5 58.8 11.8 0.0 5.9 100.0 (17)
6억~15억미만 0.0 50.0 33.3 16.7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27.3 54.5 9.1 9.1 0.0 100.0 (11)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17.0 50.4 12.9 19.2 0.4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16.2 52.0 12.7 18.5 0.6 100.0 (173)

20.5

1억~3억미만 22.2 40.7 14.8 22.2 0.0 100.0 (27)
3억~6억미만 33.3 16.7 16.7 33.3 0.0 100.0 (6)
6억~15억미만 0.0 80.0 20.0 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60.0 0.0 4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50.0 5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무응답 40.0 60.0 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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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 가격에서의 우수제품 개발 인센티  제공의 필요성에 해

서는 공 업체의 82.9%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3% 다. 매업소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

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 다.

〈표 5-22〉 보험급여 가격에서의 우수제품 개발 인센티브 제공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24.4 58.5 9.8 6.1 1.2 100.0 (82)

업체별

제조 25.0 57.1 10.7 5.4 1.8 100.0 (56)
5.3수입 31.6 52.6 5.3 10.5 0.0 100.0 (19)

제조+수입 0.0 85.7 14.3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2.2 55.6 14.8 3.7 3.7 100.0 (27)

23.1

1억~3억미만 21.1 57.9 5.3 15.8 0.0 100.0 (19)
3억~6억미만 23.5 70.6 5.9 0.0 0.0 100.0 (17)
6억~15억미만 16.7 66.7 0.0 16.7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0.0 10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45.5 45.5 9.1 0.0 0.0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8.9 52.2 24.1 14.3 0.4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6.4 52.0 27.2 13.9 0.6 100.0 (173)

23.7

1억~3억미만 18.5 51.9 11.1 18.5 0.0 100.0 (27)
3억~6억미만 33.3 33.3 16.7 16.7 0.0 100.0 (6)
6억~15억미만 20.0 60.0 20.0 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20.0 40.0 4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무응답 20.0 80.0 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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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은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달되는 형태이며, 복지용

구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경로를 거쳐 복지용구 사용자에게 

달된다. 본 조사에서는 복지용구에 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통경로

의 확보의 필요성에 해 조사하 다.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공 업체의 81.7%, 매업소의 71.9%의 분포를 보 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 업체의 6.1%, 매업소의 12.1%로 공 업체

와 매업체의 분포에서는 차이는 있으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통경

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5-23〉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보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25.6 56.1 12.2 4.9 1.2 100.0 (82)

업체별

제조 26.8 53.6 12.5 5.4 1.8 100.0 (56)
4.2수입 31.6 52.6 10.5 5.3 0.0 100.0 (19)

제조+수입 0.0 85.7 14.3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5.9 48.1 11.1 11.1 3.7 100.0 (27)

15.0

1억~3억미만 26.3 52.6 15.8 5.3 0.0 100.0 (19)
3억~6억미만 23.5 70.6 5.9 0.0 0.0 100.0 (17)
6억~15억미만 0.0 66.7 33.3 0.0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45.5 45.5 9.1 0.0 0.0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23.7 48.2 16.1 11.2 0.9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22.0 49.1 17.3 10.4 1.2 100.0 (173)

16.0

1억~3억미만 29.6 40.7 14.8 14.8 0.0 100.0 (27)
3억~6억미만 33.3 50.0 16.7 0.0 0.0 100.0 (6)
6억~15억미만 20.0 40.0 20.0 2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20.0 60.0 0.0 2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50.0 50.0 0.0 0.0 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무응답 40.0 60.0 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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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재 우리나라에서 복지용구 제도와 련된 기 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복지용구에 한 제도, 제품  가격

을 선정하고 있다. 

본 조사에 포함된 항목가운데 하나로, 복지용구 여제도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공 업체에서 만족하다는 응답이 14.6%

으며,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업소의 경

우에도 만족하다는 응답이 15.6% 고,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

은 0.9%에 불과하여, 복지용구 여제도에 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24〉 복지용구 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0.0 14.6 51.2 29.3 4.9 100.0 (82)

업체별

제조 0.0 16.1 46.4 32.1 5.4 100.0 (56)
4.8수입 0.0 10.5 52.6 31.6 5.3 100.0 (19)

제조+수입 0.0 14.3 85.7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0 14.8 51.9 25.9 7.4 100.0 (27)

13.3

1억~3억미만 0.0 15.8 52.6 26.3 5.3 100.0 (19)
3억~6억미만 0.0 5.9 64.7 29.4 0.0 100.0 (17)
6억~15억미만 0.0 16.7 33.3 50.0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0.0 18.2 45.5 27.3 9.1 100.0 (11)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0.9 14.7 37.1 41.1 6.3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6 13.9 39.9 41.0 4.6 100.0 (173)

65.8***

1억~3억미만 3.7 3.7 37.0 48.1 7.4 100.0 (27)
3억~6억미만 0.0 16.7 33.3 33.3 16.7 100.0 (6)
6억~15억미만 0.0 40.0 0.0 40.0 2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0.0 40.0 6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0.0 0.0 50.0 5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0.0 100.0 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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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여제도에 한 반 인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를 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공 업체에서의 

불만족 이유는 체 27건 가운데, 가격 련 22.2%, 규제  차 

18.5%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기타로는 구입/ 여업체를 소비자가 

선택, 품목이 음, 소독문제, 매로 환, 여 상자 확 , 생산업체 

존 , 수입제품 우수성 배제 등이 있었다.

  

〈표 5-25〉 복지용구 급여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공급업체) 

구분 가격
제품선정

방식

규제 및 

절차
급여한도 기타 계

업체수 6 2 5 3 11 27

(%) (22.2) (7.4) (18.5) (11.1) (40.7) (100.0)

주: 기타로는 구입/대여업체를 소비자가 선택, 품목이 적음, 소독문제, 판매로 전환, 급여대상자 확대, 생산업체 존중, 수

입제품 우수성 배제 등이 있음.

매업소에서의 복지용구 여제도에 한 불만족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복지용구 가격에 해서 26.7%, 소독비 부담 13.4%, 행정 차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홍보부족, 매로 환, 제품선정

방식, 여기간, 여 상 확  등이 있었다. 

〈표 5-26〉 복지용구 급여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판매업소)

구분
행정

절차

제품

선정

방식

복지

용구 

가격

대여

기간
소독비 

부담

홍보

부족

판매

전환

급여

대상 

확대

기타 계

업체수 14 5 30 4 15 7 7 3 18 112

(%) (12.5) (4.5) (26.7) (3.5) (13.4) (6.2) (6.2) (2.7) (1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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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도 항목을 여섯 가지로 나 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다

는 응답은 체 평균 13.7% 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6%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항목별로 보면 여섯 가지 항목가운데

에서도 만족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 가격 산정기   

차(구입가격  여가격)로 58.8%의 분포를 나타냈다.

5 척도로 환산하여 여제도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 가격 

산정기   차(구입가격  여가격)가 가장 만족도(2.405)가 낮았

고, 이어서 비용 비 편익 효과를 고려한 합리 인 가격(2.451), 사후

리방식(2.484), 구입/ 여 여제공 방식(2.611), 여비용 한도액, 품목

별 내구 연한 등 여제공 범 (2.716), 여제품 선정방식(2.765) 등의 

순으로 반 인 만족도는 낮았다.  

〈표 5-27〉 급여제도 항목별 만족도(종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5점척도

(만족도)

급여제품 선정방식 0.7 17.0 48.7 25.5 8.2 100.0 (306) (2.765)

구입/대여 급여 제공 방식 0.3 17.0 36.6 35.6 10.5 100.0 (306) (2.611)

급여비용 한도액, 품목별 

내구연한 등 급여 제공 범위 
1.3 16.7 38.9 38.6 4.6 100.0 (306) (2.716)

적정 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구입가격 및 대여가격) 0.7 9.5 31.0 47.4 11.4 100.0 (306) (2.405)

비용대비 편익‧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0.3 8.2 37.6 44.1 9.8 100.0 (306) (2.451)

사후관리 방식(소독비용산정 

방식, 소독표준화 매뉴얼 등) 0.3 10.1 39.5 37.6 12.4 100.0 (306) (2.484)

평균 0.6 13.1 38.7 38.1 9.5 100.0 (306)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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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각 항목별로 나 어 분석하 는데, 먼  여제품 선정방식

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공 업체에서 만족하다는 비율이 18.3%

으며, 매업소에서는 17.4% 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공

업체가 40.2%, 매업소 31.3%의 분포를 나타내 복지용구 여제품 

선정방식에 해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급여제품 선정방식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2 17.1 41.5 28.0 12.2 100.0 (82)

업체별

제조 1.8 16.1 37.5 28.6 16.1 100.0 (56)
3.8수입 0.0 21.1 47.4 26.3 5.3 100.0 (19)

제조+수입 0.0 14.3 57.1 28.6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3.7 7.4 59.3 14.8 14.8 100.0 (27)

21.8

1억~3억미만 0.0 26.3 36.8 26.3 10.5 100.0 (19)
3억~6억미만 0.0 11.8 29.4 47.1 11.8 100.0 (17)
6억~15억미만 0.0 33.3 16.7 50.0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0.0 18.2 36.4 27.3 18.2 100.0 (11)
70억 이상 0.0 0.0 10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0.4 17.0 51.3 24.6 6.7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6 17.3 51.4 26.6 4.0 100.0 (173)

58.4***

1억~3억미만 0.0 7.4 63.0 18.5 11.1 100.0 (27)
3억~6억미만 0.0 16.7 50.0 33.3 0.0 100.0 (6)
6억~15억미만 0.0 20.0 20.0 40.0 2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40.0 40.0 0.0 2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0.0 0.0 0.0 10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0.0 40.0 6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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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는 여 여 제공 방식에 한 만족도 조사결과, 공 업체의 

만족도는 23.2%가 만족하다고 응답하 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2.9%로 만족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매업소의 경우는 15.2%가 만

족하다고 응답하 으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9%로 

체 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29〉 구입 또는 대여 급여 제공 방식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2 22.0 43.9 24.4 8.5 100.0 (82)

업체별

제조 1.8 19.6 35.7 32.1 10.7 100.0 (56)
11.1수입 0.0 21.1 68.4 5.3 5.3 100.0 (19)

제조+수입 0.0 42.9 42.9 14.3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0 11.1 63.0 14.8 11.1 100.0 (27)

25.6

1억~3억미만 0.0 31.6 42.1 15.8 10.5 100.0 (19)
3억~6억미만 5.9 11.8 41.2 35.3 5.9 100.0 (17)
6억~15억미만 0.0 16.7 33.3 33.3 16.7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0.0 36.4 18.2 45.5 0.0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0.0 15.2 33.9 39.7 11.2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0 15.6 35.8 41.6 6.9 100.0 (173)

44.7***

1억~3억미만 0.0 0.0 29.6 40.7 29.6 100.0 (27)
3억~6억미만 0.0 50.0 16.7 16.7 16.7 100.0 (6)
6억~15억미만 0.0 0.0 40.0 40.0 2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20.0 20.0 40.0 2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0.0 0.0 50.0 5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0.0 60.0 4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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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용 한도액, 품목별 내구연한 등 여 제공 범 에 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공 업체의 만족도는 22.9%, 매업소의 만족도는 

16.4% 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공 업체의 32.9%, 매업소

의 42.9%로 복지용구의 여비용 한도액, 품목별 내구연한 등 여제공

범 에 해서는 만족하지 않은 비율이 만족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30〉 급여비용 한도액, 품목별 내구연한 등 급여 제공 범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2 20.7 45.1 30.5 2.4 100.0 (82)

업체별

제조 1.8 17.9 39.3 37.5 3.6 100.0 (56)
8.2수입 0.0 21.1 57.9 21.1 0.0 100.0 (19)

제조+수입 0.0 42.9 57.1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0 18.5 44.4 33.3 3.7 100.0 (27)

19.4

1억~3억미만 0.0 26.3 47.4 21.1 5.3 100.0 (19)
3억~6억미만 0.0 17.6 52.9 29.4 0.0 100.0 (17)
6억~15억미만 0.0 0.0 50.0 50.0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9.1 18.2 36.4 36.4 0.0 100.0 (11)
70억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1.3 15.2 36.6 41.5 5.4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1.2 14.5 35.8 45.7 2.9 100.0 (173)

49.3***

1억~3억미만 3.7 11.1 37.0 33.3 14.8 100.0 (27)
3억~6억미만 0.0 16.7 50.0 16.7 16.7 100.0 (6)
6억~15억미만 0.0 20.0 40.0 4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20.0 60.0 2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0.0 0.0 50.0 5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0.0 60.0 4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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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에 한 정 가격 산정 기   차(구입가격  여가격)

에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공 업체의 만족률은 11.0% 으며, 

매업소는 9.8%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 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공 업체가 50.0%, 매업소가 62.1%를 차지해, 공 업체, 매

업소 공히 복지용구에 한 정 가격 산정 기   차에 해 만족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5-31〉 적정 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구입가격 및 대여가격)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1.2 9.8 39.0 40.2 9.8 100.0 (82)

업체별

제조 0.0 8.9 37.5 44.6 8.9 100.0 (56)
9.9수입 5.3 5.3 36.8 36.8 15.8 100.0 (19)

제조+수입 0.0 28.6 57.1 14.3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3.7 0.0 40.7 44.4 11.1 100.0 (27)

30.8

1억~3억미만 0.0 10.5 36.8 52.6 0.0 100.0 (19)
3억~6억미만 0.0 5.9 47.1 29.4 17.6 100.0 (17)
6억~15억미만 0.0 0.0 50.0 33.3 16.7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0.0 36.4 18.2 36.4 9.1 100.0 (11)
70억 이상 0.0 0.0 10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0.4 9.4 28.1 50.0 12.1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6 11.6 25.4 53.8 8.7 100.0 (173)

35.5

1억~3억미만 0.0 3.7 29.6 40.7 25.9 100.0 (27)
3억~6억미만 0.0 0.0 33.3 50.0 16.7 100.0 (6)
6억~15억미만 0.0 0.0 40.0 40.0 2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0.0 40.0 40.0 2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0.0 0.0 50.0 5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0.0 0.0 10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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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비 편익‧효과를 고려한 합리 인 가격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 업체에서의 만족도가 8.5%의 비율을 나타냈으나,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매업소의 경우에도 만족한다는 응답

률이 8.4%에 불과하 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

업체가 50.0%, 제조업체에서는 55.4%의 응답률을 보여, 복지용구에 

한 정책에 체 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표 5-32〉 비용대비 편익‧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0.0 8.5 41.5 43.9 6.1 100.0 (82)

업체별

제조 0.0 7.1 39.3 46.4 7.1 100.0 (56)
2.0수입 0.0 10.5 42.1 42.1 5.3 100.0 (19)

제조+수입 0.0 14.3 57.1 28.6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0 7.4 44.4 44.4 3.7 100.0 (27)

19.9

1억~3억미만 0.0 10.5 36.8 47.4 5.3 100.0 (19)
3억~6억미만 0.0 0.0 47.1 47.1 5.9 100.0 (17)
6억~15억미만 0.0 0.0 50.0 50.0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0.0 18.2 36.4 27.3 18.2 100.0 (11)
70억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0.4 8.0 36.2 44.2 11.2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6 6.9 37.0 48.0 7.5 100.0 (173)

51.7***

1억~3억미만 0.0 7.4 33.3 29.6 29.6 100.0 (27)
3억~6억미만 0.0 50.0 0.0 33.3 16.7 100.0 (6)
6억~15억미만 0.0 0.0 40.0 40.0 2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20.0 20.0 60.0 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0.0 0.0 50.0 5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0.0 0.0 10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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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2012년 4월에 시행된 ｢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제5조의2(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신설하 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여제품에 한 생 리 등을 해 복지용구 우

수소독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기 , 

방법, 차 등에 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본 조사에서 복지용구에 한 사후 리 방식(소독비용산정 방식, 소독

표 화 매뉴얼 등)에 한 만족도에 해 질문한 결과, 공 업체의 

8.5%, 매업소의 11.1%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하 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 업체 32.9%, 매업소 56.2%로 체 으

로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우세하 다.

〈표 5-33〉 사후관리 방식(소독비용산정 방식, 소독표준화 매뉴얼 등)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N) χ²

공급

업체

계 0.0 8.5 58.5 26.8 6.1 100.0 (82)

업체별

제조 0.0 5.4 57.1 32.1 5.4 100.0 (56)
8.1수입 0.0 10.5 57.9 21.1 10.5 100.0 (19)

제조+수입 0.0 28.6 71.4 0.0 0.0 100.0 (7)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0 3.7 55.6 29.6 11.1 100.0 (27)

17.7

1억~3억미만 0.0 5.3 63.2 26.3 5.3 100.0 (19)
3억~6억미만 0.0 17.6 58.8 23.5 0.0 100.0 (17)
6억~15억미만 0.0 0.0 66.7 33.3 0.0 100.0 (6)
15억~30억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
30억~70억미만 0.0 9.1 54.5 27.3 9.1 100.0 (11)
70억 이상 0.0 0.0 100.0 0.0 0.0 100.0 (1)

판매

업소

계 0.4 10.7 32.6 41.5 14.7 100.0 (224)

매출

규모별

1억 이하 0.6 11.0 30.1 45.1 13.3 100.0 (173)

28.4

1억~3억미만 0.0 0.0 40.7 37.0 22.2 100.0 (27)
3억~6억미만 0.0 33.3 33.3 16.7 16.7 100.0 (6)
6억~15억미만 0.0 20.0 60.0 20.0 0.0 100.0 (5)
15억~30억미만 0.0 20.0 20.0 40.0 20.0 100.0 (5)
30억~70억미만 0.0 0.0 0.0 50.0 50.0 100.0 (2)
70억 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
무응답 0.0 20.0 80.0 0.0 0.0 100.0 (5)

주: * p<.1, **p<.05, ***p<.01, N.S.(Not Significant)





K
I
H
A
S
A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산업의 에서, 복지용구를 생산하는 기업은 질  수 이 높은 우수

한 제품을 합리 인 가격에 공 하고, 이로 발생되는 이윤을 다시 제품

개발에 투자 되는 선순환  산업 구조가 바람직하고, 한 지속가능한 

산업의 활성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복지용구 수요

기반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여제도 개선의 세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 을 제안한다.

  1. 급여제도 개선

가. 시장진입 장벽 완화

복지용구산업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재정을 통해 제품구매가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복지용구 여제품으로 선정되어 등록되는 차에서부터 제품

의 가격 결정과 유통‧ 매까지 거의  과정에 걸쳐 정부의 규제를 받

고 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규제가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먼  강력한 규제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상당한 자 을 투자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복지용구로 등록하여 매하기

까지는 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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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제품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안 검사, 단체표  인증, 교육수료, 

서류제출, 가격 상하기까지 1년이 소요되고 있고, 따라서 완제품을 생

산하고도 1년 동안 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높은 진입장벽은 가의 고품질 복지용구를 개발할 잠재 인 진입자

의 진입을 지하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하는 폐단을 발생

시킨다. 

물론 심신의 기능이 하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제품이기 때문에 복지용구에서 안 성 등은  

최우선시 해야 할 항목이다. 그러나 재의 사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

후 리를 강화하여 안 성 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해서는 량 리

콜, 공단 제품 등록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자율 인 품질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품질 수 이 높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가격산정 기준 개선

제3 에서 업체 조사를 통해 악된 바와 같이 여제도와 련하여 

업체들로서는 가장 불만이 높은 부분은 정가격 산정기   차 마

련이었다.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하다보니, 비슷한 품질의 제

품인데도 업체간 제품 가격에 편차가 존재하여 업체들의 불만이 존재하

는 등 부작용이 팽배해 있다. 재 사후 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 하

고 있으나, 사후 리 인력 등의 제한으로 이 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 업체는 신청단계부터 원가를 부풀려서 이윤을 확보하려는 인

센티 가 존재하고, 한 사후 리를 통해 시장가격이 인하될 경우, 기

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을 신규제품으로 여 신청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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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받으려는 행태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 가격

은 불필요하게 높아지고, 여 상 제품수는 매년 증가하는 상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래의 <표 6-1>는 여 상 품목별 제품수

로서, 2008년 106개 제품이었던 것이 2009년 410개, 2010년 509개 

2011년 667개로 제품수가 3년 사이에 6배나 증가하 다.  

〈표 6-1〉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별 제품수

2008 2009 2010 2011 2012

신설
6.30

신설
2.24

신설
3.12

신설
6.17

제외
6.17

계
6.17

신설
12.30

계
12.30

신설
8.10

제외
8.10

계
8.10

신설
3.10

제외
3.10 계 신설

10.28
제외
10.28

계
10.28

신설
6.27

제외
6.27 계

계 106 39 86 17 14 234 176 410 114 15 509 162 16 656 37 26 667 65 33 699
구입전용품목

  이동변기   5  4  4  -  -  13  10  23   4  -  27   7  1  33  2  3  32  3  2  33
  목욕의자   4  4  3  -  -  11  11  22   3  1  24  12  1  35  -  2  33  1  1  33
  보행차  12  4 10  -  2  24   9  33   2  2  33   4  -  37  5  2  40

 8
 6

 93
  보행보조차  20  - 24  -  9  35  14  49  14  8  55  12  4  63  -  5  58  7
  안전손잡이  12  -  9  -  -  21  11  32   8  -  40  18  -  58  2  6  54 18  -  72
  미끄럼방지 

용품
 11  -  5  -  -  16  35  51   9  2  58  20  2  76 10  2  84  3  2  85

  간이변기   5  6  3  -  1  13   1  14   2  -  16   3  4  15  3  -  18  -  1  17
  지팡이   8  - 21  -  2  27   5  32   5  1  36  30  -  66  6  2  70  9  7  72
  욕창예방방석   3  1  1  -  -   5   3   8   6  -  14   4  1  18  2  1  19  4  3  20
  자세변환용구   4  4  6  -  -  14  20  34  17  -  51   5  -  56  1  2  55  -  3  52
구입.대여품목  
  수동휠체어   5  -  -  9  -  14  16  30  12  -  42  18  60  3  1  62  7  -  69
  전동침대   4  8  -  3  -  15  20  35  19  -  54  20  1  73  1  -  74  9  -  83
  수동침대   5  6  -  -  -  11   8  19   4  -  23   4  1  26  -  -  26  -  -  26
  욕창예방 

매트리스
  8  1  -  4  -  13   8  21   8  1  28   5  -  33  1  -  34  3  1  36

  이동욕조   -  1  -  -  -   1   3   4   1  -  5   -  -   5  1  -   6  -  -   6
  목욕리프트   -  -  -  1  -   1   2   3   -  -  3   -  1   2  -  -   2  -  -   2
  배회감지기 

(매트형)   -  -  -  -  -   -   -   -   -  -  -   -  -   -  -  -   -  -  -   -

  경사로 

(휴대형)   -  -  -  -  -   -   -   -   -  -  -   -  -   -  -  -   -  -  -   -

다. 산업경쟁력 강화

  1) 복지용구 R&D 지원체계 개발

최근 산학연 약 등 복지용구 련 R&D 지원사업이 지속 으로 증

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D 지원 규모와 략  효율성 부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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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

부가 주도하고 있는 복지용구 련 R&D의 운용방법이 잠재  수요자

의 정확한 수요와 개별 인 욕구 악 없이 연구지원자의 주 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발 이후 복지용구 보 과 산업화까지 

연결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복지용구 

사용실태와 련 서비스 욕구에 한 수요추계를 통해 잠재 으로 시장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R&D품목을 악하고 수요자의 실질 인 욕

구가 반 된 복지용구와 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 자료의 확보

가 필요하다. 

한 국내 기술개발 특허 취득 제품 등 기술개발을 실제로 수행하여 

개발한 제품에 해서는 구매 우선제도 등을 도입하여 연구개발을 진

하는 지원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

  2) 연구개발 지원확대

복지용구 산업계의 다수의 업체들이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어서 장기 인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한 업체에게는 제품 개발에서 복지용구 등록  매까지 많

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 투자도 막 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 기다. 복지용구산업 활성화를 하여 단순수입 

유통만 하는 업체보다는 국내에서 제조 개발하는 업체를 보호, 육성하여 

장기 으로는 복지용구제품의 품질 향상  원가 감으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제품의 활성화를 해서 국내제조-생산

설비 투자에 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산업활성화와 수출지원을 해서는 실 인 R&D

지원이 필수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 5-8>에서와 같이 2010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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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 련 R&D 산은 약 198.6억원에 달하는 것

으로 악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한 부처의 고령친화용품(복

지용구) 연구개발 사업규모가 2010년 4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0년 6월 18일 각료회의에서 신성장 략으로 고령친화용품 등 복지의

료기기의 연구개발 추진 의결 결과이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는 1조7000

억엔의 경제  효과와 3만명 규모의 일자리 형성을 기 하고 있다.

〈표 6-2〉 일본의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R&D 지원사업

2009년 2010년

사업명 복지용구연구개발 조성사업 사회복지진흥조성사업

실시주체 (재)테크노에이드 (법)복지의료기구

 총사업비/
과제건수

2.1억엔(30억원)/7건 30.5억엔(440억원)/12건

사업내용
- 복지용구 연구개발

- 복지용구 관련 조사연구

(선진적 창의적 활동지원사업)
-복지용구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

후성노동성-->(독립법인)복지의료기구장

수사회복지기금 출자 -->테크노에이드 

교부금 지원 -->기업연구개발기관

후생노동성-->(독립법인)복지의료기구

사회복지진흥조성사업-->기업연구개발

기관

사업목적
재택 혹은 시설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

여 등을 지원하는 용구실용화 연구개발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자료: 후생노동성, 2010년 

재로서는 부분의 복지용구 제조업체는 R&D지원 받아 복지용구

를 개발할 인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 국내제조 제품이라 하더

라도 실제는 국부품의 유율이 높으며 한국에서 단순제조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조에서 신제품을 만들 경우 많은 자

이 투입되는 형비용을 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비용 장기

리 융지원 등을 우선 으로 실시하고, 이어서 단계 으로 복지용구의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규모를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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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보

  1) 복지용구 품목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 정의하는 복지용구는 ‘수 자의 일상생활 

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17개 품목으로 구입품목(9

종류)과 여품목(8종류)의 이용만 가능하다. 그러나 재 의료기기, 재

활보조기구, 보조공학기기, 보장구, 보철구 등이 모두 같은 의미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해 제공하는 보조기구(assistive device)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보조기구의 응용  활용범 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일상생활지원에서

부터 여가생활 지원까지 매우 범 하다. 보조기구의 활용범 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의하는 ‘보장구’는 통합재활훈련 시에 지 되고 있

으며, 지원품목으로는 의지‧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력 보조안

경, 콘택트 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

후두, 동휠체어, 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인데 이는 국민건강보

험과 공통되는 재활보조기구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만 별도로 지 하는 

재활보조기구는 구두, 가발, 욕창방지방석(고무제, 공기유동제), 욕창방지

매트리스(고무제, 공기유동제), 집뇨기(고무제, 공기유동제)가 있다. 

｢장애인 복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상으로 한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리모컨과 음성탁상시계, 청각장애인에게 휴

용 무선신호기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는 피부양자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지원품목으로는 지체장애인용 상‧하의지  보조기 

등 48종, 지팡이, 목발, 휠체어, 동휠체어, 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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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와 시각장애인용 시력 보조안경, 콘택트 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를 지원하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와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

공후두를 지원한다. 

이 듯이 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기구가 각 부처나 법에 따라 이름

만 달리하고,, 복지용구 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용품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치매, 뇌졸 을 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용구는 결국 지체장애

인, 정신장애인과 비슷한 기능 손상을 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1년에 160만원 한도에서 되도록 많은 

복지용구를 포함시켜 노인들에게 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복지용

구를 다양하게 포함시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정형외과용 구두, 시력 보조안경, 콘택트 즈, 돋보기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복지용구로 지정하고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듯이 다른 법에서 제공하는 같은 복지용구를 폭넓게 선택하게 한

다면 복지용구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한 련부처와 함께 이러

한 복지용구에 해 품질 리 등을 함께 심사하고 선정한다면 비용이

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월 할 것이다. 체 인 장애인과 노인들의 시장

규모를 측하여 복지용구를 통합 으로 복되지 않도록 리한다면 비

용면에서도 많은 감이 있을 것이며 복지용구생산  활용측면에서 생

산비도 낮아지며, 질  성장을 꾀함과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복지용구 케어메니저 제도화

복지용구의 활용도 제고, 불필요한 생산품들의 복생산을 막기 해

서는 복지용구에 한 한 훈련을 받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어

매니 의 양성과 어메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어매니 는 

한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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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   유지 리하는 방법에 해 알려  수 있는 문가

를 말한다. 한 주기 으로 제 로 사용하는지 유지보수는 잘 하고 있

는지 검을 하도록 하고, 사용에 한 만족도, 제품에 한 평가등도 

필요할 것이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조도구에 한 문가 과정이 이

미 많이 개설되어 련 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작업치료사, 재활공

학사, 의지보조기사 등이 모두 어매니 로 활약할 기반이 이미 마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43). 어메니  제도의 도입을 해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기 이 에이 에 복지용구 어메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사

례 리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3) 북미 재활공학 회 (RESNA)는 복지용구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한 지식이 있는 

매자와 달자들을 구별하기 해 보조도구 임상가(Assistive technology Practitionor) 
보조기술 공 사 (ATS-Assistive Technology Supplier), 재활공학사(RET-Rehabilitation 
Engineering Technologist)등에 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보조기구 공 사(ATS)들
은 한 훈련을 받고 실행 표 을 습득하고 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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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키라쿠_MS형 T03031011601 릿첼코리아_일본 일본

2 W70 T03030115502 휠로피아_대만 대만

3 8550 T03030115501 휠로피아_대만 대만

4 CM101 T03030097001 ㈜케어메이트_
5 PHMC-01A T03030082002 평화양행_
6 PHMC-01S T03030082001 평화양행_
7 VAL20501KR T03030081601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_일본 일본

8 VAL20401KR T03030081501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_
9 HS-2095 T03030075004 동해상사_
10 HS-6603 T03030075003 동해상사_
11 HS-6601 T03030075002 동해상사_
12 HS-3012 T03030075001 동해상사_
13 BC-5000 T03030061001 엔텍_국산 국산

14 APT-101 T03030060001 아시아엠이_
15 MDHE10658030 T03030046501 메디타운_대만 대만

16 MK-PT-1 T03030043001 미키코리아_
17 MMT-201 T03030034103 엠씨텍_한국 한국

18 BFMB5 T03030025105 보필_한국 한국

19 BFMB4 T03030025104 보필_한국 한국

20 SAMB2 T03030025002 보필_
21 SAMB T03030025001 보필_국산 국산

22 533-668 T03030022601 실버스핸드_일본 일본

23 이동식SP형등받이(533-222) T03030022502 실버스핸드_일본 일본

24 이동식AD형등받이(533-155) T03030022501 실버스핸드_일본 일본

25 DS-113 T03030021002 대성공업

26 DS-112 T03030021001 대성공업_
27 SB-100 T03030010001 진성메디_
28 8100JS T03030008502 진산메디칼_국내 국내

29 8000JS T03030008501 진산메디칼_대만 대만

30 126C-4 T03030007502 호스피아_일본 일본

31 123C-5 T03030007501 호스피아_
32 SKC-660 T03030006002 삼원스카이_
33 SKC-600 T03030006001 삼원스카이_

부록 1.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제품/업체 현황(2012.8)

  1.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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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FL-0237A B03181014601 와이지시스 　 　

2 BOFEEL4 B03180118002 보필 　 　

3 BOFEEL3 B03180118001 보필 　 　

4 SSSBC-S B03180098001 솔고바이오메디칼 　 　

5 PHBC-01 B03180082001 평화양행 　 　

6 VALSYC080RKR, BKR B03180081501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7 HS-6003 B03180075007 ㈜동해상사 　 　

8 HS-128 B03180075006 (주)동해상사 　 　

9 HS-6601S B03180075005 (주)동해상사 　 　

10 HS-168A B03180075004 ㈜동해상사 　 　

11 HS-4251 B03180075003 동해상사 　 　

12 HS-4346 B03180075002 동해상사 　 　

13 BC-1500 B03180061001 엔텍 　 　

14 MTCA B03180049001 민택산업 　 　

15 MK-BC-1 B03180043001 미키코리아 　 　

16 MSC-201 B03180034102 엠씨텍 　 　

17 SC-9210 B03180034001 엠씨텍 　 　

18 BOFEEL2 B03180025004 보필 　 　

19 BOFEEL1 B03180025003 보필 　 　

20 SASS B03180025002 보필 　 　

21 SASU B03180025001 보필 　 　

22 SBF-10BL B03180023505 웰씨코리아 　 　

23 SBF-11BL B03180023504 웰씨코리아 　 　

24 SBF-12BL B03180023503 웰씨코리아 　 　

25 SB-31BL B03180023502 웰씨코리아 　 　

26 SB-32BL B03180023501 웰씨코리아 　 　

27 536-322 B03180022502 실버스핸드 　 　

28 (535-019) B03180022501 실버스핸드 　 　

29 BC-200 B03180010001 진성메디 　 　

30 9023JS B03180008501 진산메디칼 　 　

31 SC01 B03180007501 호스피아 　 　

32 SK-390L(블루,레드) B03180006003 삼원스카이 　 　

33 SK-380L B03180006002 삼원스카이 　 　

□ 목욕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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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HS-201 M06091017102 해피빌리지_한국 한국 　

2 핼프카 M06091015101 올케어코리아_한국 한국 　

3 휴먼스텝실버-H M06090116002 ㈜에스엔씨케어_ 　 　

4 휴먼스텝카이로 M06090116001 ㈜에스엔씨케어_ 　 　

5 WH004-B M06090115501 휠로피아_중국 　 중국

6 ALJ-004B M06090099502 아큐케어(주)_중국 　 중국

7 ALJ-002A M06090099501 아큐케어(주)_중국 　 중국

8 휴먼스텝_SSS-SC M06090098001 솔고바이오메디칼_ 　 　

9 US03 M06090088603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0 711 M06090088602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1 601A M06090088601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2 US001A M06090088512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3 710 M06090088511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4 ST04 M06090088510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5 US002 M06090088508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6 ST06 M06090088507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7 300 M06090088506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8 US04 M06090088505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9 ST003L M06090088504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20 US001B M06090088503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21 ST07 M06090088502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22 301 M06090088501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23 LightStepTinyW M06090085501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_타이완 　 타이완

24 태백 M06090077003 명진테크_ 　 　

25 한라 M06090077002 명진테크_ 　 　

26 백두 M06090077001 명진테크_ 　 　

27 파워스텝-T M06090070506 명진물산_일본 　 일본

28 파워스텝-S M06090070505 명진물산_일본 　 일본

29 챠밍 M06090070504 명진물산_일본 　 일본

30 마이티 M06090070501 명진물산_일본 　 일본

31 SACA M06090025001 보_국산 국산 　

32 노블S(NBL520) M06090023502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33 노블L(ENB011) M06090023501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34 W-464 M06090021501 대성공업_중국 　 중국

35 포르테 M06090020508 세레부_ 　 　

36 듀오ST M06090020507 세레부_ 　 　

37 TY186GX M06090017502 코지라이프_일본 　 일본

38 FS965LH M06090017501 코지라이프_중국 　 중국

39 MR-5000_Multi M06090010004 진성메디_ 　 　

40 MR-4000 M06090010002 진성메디_국산 국산 　

41 MR-1000 M06090010001 진성메디_국산 국산 　

42 F-236 M06090008503 진산메디칼_대만 　 대만

43 4208 M06090008501 진산메디칼_대만 　 대만

□ 성인용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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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44 ST-001 M06090007501 호스피아_일본 　 일본

45 실버카-KS-130(네이비,베이지) M06090005005 ㈜삼주유니콘_ 　 　

46 실버카-KS120 M06090005003 삼주유니콘_ 　 　

47 KS101 M06090005001 삼주유니콘_ 　 　

48 나이스워커4SE M06090004002 나이스텍_ 　 　

49 나이스워커4E M06090004001 나이스텍_국산 국산 　

50 CF02-4061 M06090003501 그레이스인터내셔날_대만 　 대만

51 라온아띠플러스 M06090001502 코리아케어서프라이(주)_중국 　 중국

52 KCS-507 M06090001501 코리아케어서프라이_중국 　 중국

53 라온아띠에이스 M06090001001 코리아케어서프라이_ 　 　

54 CROW-101 M06061016101 케어로R_한국 한국 　

55 WH-A003 M06060115501 휠로피아_중국 　 중국

56 SC4015A M06060099602 아큐케어_중국 　 중국

57 RL-A42012 M06060099601 아큐케어_중국 　 중국

58 HO03 M06060088603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59 HO02 M06060088602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60 HO001 M06060088601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61 PHW-02 M06060082101 평화양행_한국 한국 　

62 PHW-01 M06060082001 평화양행 　 　

63 JAZZ M06060072503 씨엔에스테크_ 　 　

64 FUTURA_HP M06060072502 씨엔에스테크_ 　 　

65 FUTURA M06060072501 씨엔에스테크_ 　 　

66 슈마DA-2500 M06060068001 ㈜대안의료기_ 　 　

67 DA-0193AC M06060057602 대세엠케어_중국 　 중국

68 DA-0155H M06060057601 대세엠케어_중국 　 중국

69 SWA-201 M06060050001 상모의료산업_국산 국산 　

70 MK-WS-2B M06060043103 미키코리아_한국 한국 　

71 MK-WS-2A M06060043102 미키코리아_한국 한국 　

72 MK-WS-1 M06060043001 미키코리아_한국알루미늄-7003계열 　 　

73 FL-0008A M06060036601 큐어시스_중국 　 중국

74 SMART-01DG M06060023601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75 DW-500 M06060010003 진성메디 　 　

76 JS-W200 M06060010002 진성메디_국산 국산 　

77 JS-DW300 M06060010001 진성메디_국산 국산 　

78 JS-4081 M06060008502 진산메디칼_중국 　 중국

79 아르코1형 M06060007502 호스피아_일본 　 일본

80 올리브MV-100 M06060007501 호스피아 　 　

81 SKW-200 M06060006502 삼원스카이_중국 　 중국

82 SK-3000 M06060006501 삼원스카이_중국 　 중국

83 SKB-1100 M06060006001 삼원스카이 　 　

84 나이스워커3SE M06060004005 나이스텍 　 　

85 나이스워커3AE M06060004004 나이스텍 　 　

86 나이스워커4S M06060004003 나이스텍 　 　

87 나이스워커3A M06060004002 나이스텍 　 　

88 나이스워커3S M06060004001 나이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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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89 JMC-3940 M06060003504 그레이스인터내셔날_중국 　 중국

90 JMC-3920W5 M06060003503 그레이스인터내셔날_중국 　 중국

91 JMC-3930W5 M06060003502 그레이스인터내셔날_중국 　 중국

92 액티브워커 M06060002502 액티브프로코리아_중국 　 중국

93 KCS605 M06060001503 코리아케어서프라이_중국 　 중국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BFSH1 F18030118001 보필 　 　

2 KSH-1000 F18030112103 콤슨테크놀러지 　 　

3 KSH-800 F18030112102 콤슨테크놀러지 　 　

4 KSH-001 F18030112005 ㈜콤슨테크놀러지 　 　

5 KSH-002 F18030112004 ㈜콤슨테크놀러지 　 　

6 KSH-003 F18030112003 ㈜콤슨테크놀러지 　 　

7 KSH-004 F18030112002 ㈜콤슨테크놀러지 　 　

8 KSH-005 F18030112001 ㈜콤슨테크놀러지 　 　

9 ASH-120 F18030060113 ㈜아시아엠이 　 　

10 ASH-111P F18030060110 ㈜아시아엠이 　 　

11 ASH-111 F18030060109 ㈜아시아엠이 　 　

12 ASH-110P F18030060108 ㈜아시아엠이 　 　

13 ASH-110 F18030060107 ㈜아시아엠이 　 　

14 ASH-109P F18030060106 ㈜아시아엠이 　 　

15 ASH-109 F18030060105 ㈜아시아엠이 　 　

16 ASH-108p F18030060104 ㈜아시아엠이 　 　

17 ASH-108 F18030060103 ㈜아시아엠이 　 　

18 ASH-107P F18030060102 ㈜아시아엠이 　 　

19 ASH-107 F18030060101 ㈜아시아엠이 　 　

20 ASH-105 F18030060006 아시아엠이 　 　

21 ASH-104 F18030060005 아시아엠이 　 　

22 ASH-103 F18030060004 아시아엠이 　 　

23 ASH-106 F18030060003 아시아엠이 　 　

24 ASH-102 F18030060002 아시아엠이 　 　

25 ASH-101 F18030060001 아시아엠이 　 　

26 DGP-0005 F18030059007 대구정공 　 　

27 DGP-0006 F18030059006 대구정공 　 　

28 DGP-0007 F18030059005 대구정공 　 　

29 DGP-0004 F18030059004 대구정공 　 　

30 DGP-0003 F18030059003 대구정공 　 　

31 DGP-0002 F18030059002 대구정공 　 　

32 DGP-0001 F18030059001 대구정공 　 　

33 YGC01 F18030045119 유광정밀 　 　

34 YGC001 F18030045118 유광정밀 　 　

□ 안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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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35 YGB002 F18030045117 유광정밀 　 　

36 YGB001 F18030045116 유광정밀 　 　

37 YGA03 F18030045115 유광정밀 　 　

38 YGA02 F18030045114 유광정밀 　 　

39 YGH002 F18030045113 유광정밀 　 　

40 YGA003 F18030045112 유광정밀 　 　

41 YGA002 F18030045111 유광정밀 　 　

42 YGA001 F18030045110 유광정밀 　 　

43 YGW-T F18030045109 유광정밀 　 　

44 YGW-L F18030045108 유광정밀 　 　

45 YGW002 F18030045107 유광정밀 　 　

46 YGW001 F18030045106 유광정밀 　 　

47 YGH02 F18030045105 유광정밀 　 　

48 YGH001 F18030045104 유광정밀 　 　

49 YGM03 F18030045103 유광정밀 　 　

50 WA-T100 F18030045020 유광정밀 　 　

51 WA-T F18030045016 유광정밀 　 　

52 WA-L F18030045015 유광정밀 　 　

53 HB2 F18030045014 유광정밀 　 　

54 CA1 F18030045013 유광정밀 　 　

55 AB3 F18030045012 유광정밀 　 　

56 AB2 F18030045011 유광정밀 　 　

57 AB003 F18030045010 유광정밀 　 　

58 AB002 F18030045009 유광정밀 　 　

59 AB001 F18030045008 유광정밀 　 　

60 CA001 F18030045007 유광정밀 　 　

61 HB002 F18030045006 유광정밀 　 　

62 HB001 F18030045005 유광정밀 　 　

63 WB002 F18030045004 유광정밀 　 　

64 WA001 F18030045003 유광정밀 　 　

65 BB002 F18030045002 유광정밀 　 　

66 BA001 F18030045001 유광정밀 　 　

67 MSH-002 F18030034102 엠씨텍 　 　

68 MSH-001 F18030034101 ㈜엠씨텍 　 　

69 L-600x600 F18030022504 실버스핸드 　 　

70 I-600 F18030022503 실버스핸드 　 　

71 NO.3022 F18030007501 호스피아 　 　

72 HO-2 F18030007001 호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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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TF012 H30090090002 가온에이스 　 　

2 TF011 H30090090001 가온에이스 　 　

3 SNIW05(여성용) H30090084004 새누리 　 　

4 SNIM05(남성용) H30090084003 새누리 　 　

5 천연대마(여성용) H30090084002 새누리 　 　

6 천연대마(남성용) H30090084001 새누리 　 　

7 KSW-4 H30090074004 대원상사 　 　

8 KSW-3 H30090074003 대원상사 　 　

9 KSW-2 H30090074002 대원상사 　 　

10 KSW-1 H30090074001 대원상사 　 　

11 (VIP) H30090040002 에고테크 　 　

12 Best H30090040001 에고테크 　 　

13 BWNS(어머님용) H30090038004 바이오삭스 　 　

14 BMNS(아버님용) H30090038003 바이오삭스 　 　

15 (BFNS6) H30090025008 보필 　 　

16 (BFNS5) H30090025007 보필 　 　

17 (BFNS4) H30090025006 보필 　 　

18 (BFNS3) H30090025005 보필 　 　

19 (BFNS2) H30090025004 보필 　 　

20 (BFNS1) H30090025003 보필 　 　

21 SANS2(양말) H30090025002 보필 　 　

22 SANS1(양말) H30090025001 보필 　 　

23 SW-001 F30091012102 수웅 　 　

24 스위트존음이온고무봉남자양말 F30091005106 스위트존 　 　

25 스위트존음이온여자양말 F30091005105 스위트존 　 　

26 스위트존음이온남자양말 F30091005104 스위트존 　 　

27 편안한면양말(남성용) F30091003104 ㈜해올 　 　

28 편안한버선양말(여성용) F30091003103 ㈜해올 　 　

29 편안한버선양말(남성용) F30091003102 ㈜해올 　 　

30 편안한덧신양말(공용) F30091003101 ㈜해올 　 　

31 SKM-016 F30090120106 신광무역 　 　

32 SKM-015 F30090120105 신광무역 　 　

33 SKM-013 F30090120104 신광무역 　 　

34 SKM-012 F30090120103 신광무역 　 　

35 SKM-014 F30090120102 ㈜신광무역 　 　

36 SKM-010 F30090120101 ㈜신광무역 　 　

37 BFNEO-3 F30090025103 보필 　 　

38 BFNEO-2 F30090025102 보필 　 　

39 BFNEO-1 F30090025101 보필 　 　

40 DH-NSSW01 F30090022002 실버스핸드 　 　

41 DH-NSSM01 F30090022001 실버스핸드 　 　

42 슬립프리 욕조용(WU-03) F30061002103 위더스 　 　

43 슬립프리 욕실용(WU-02) F30061002102 위더스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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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44 YH-SL500 F30060031102 영화의료기 　 　

45 YH-SL250 F30060031101 영화의료기 　 　

46 HAG3001 F30030100001 하이워크 　 　

47 TF005 F30030090005 가온에이스 　 　

48 SCM-B01 F30030078001 삼인정밀 　 　

49 eZ-STEP UT F30030072101 ㈜ 씨엔에스테크 　 　

50 ez-STEP YE F30030072004 씨엔에스테크 　 　

51 ez-STEP BL F30030072003 씨엔에스테크 　 　

52 KSM-S F30030072002 씨엔에스테크 　 　

53 TD-NSP F30030048101 태동프라임 　 　

54 MK-NS-1L F30030043101 미키코리아㈜ 　 　

55 MK-NS-1 F30030043001 미키코리아 　 　

56 NITRIL GREEN F30030040501 에고테크 　 　

57 Super Safe Mat F30030040101 ㈜에고테크 　 　

58 Safe Mat(Green) F30030040001 에고테크 　 　

59 YH-SR02 F30030031101 영화의료기 　 　

60 BFNS8 F30030025003 보필 　 　

61 BFNS7 F30030025002 보필 　 　

62 SANS3 F30030025001 보필 　 　

63 YM-10LP,10LB F30030023501 웰씨코리아 　 　

64 다이아스톱시트DSF F30030022603 실버스핸드 　 　

65 다이아로즈SD30 F30030022602 실버스핸드 　 　

66 다이아터치SD10L F30030022601 실버스핸드 　 　

67 논슬립M(SH-NSMT01) F30030022101 실버스핸드 　 　

68 BIOGRIP MAT NSM-100 F30030010001 진성메디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ION-10W M03031010102 네오텍_한국 한국 　

2 ION-10F M03031010101 네오텍_한국 한국 　

3 카본4단접이식지팡이 M03030114601 알에스케어서비스_중국 　 중국

4 CarBon_Cane M03030114501 알에스케어서비스_중국 　 중국

5 MRA-03411 M03030111603 미키코리아메디칼_대만 　 대만

6 MRA-01111 M03030111602 미키코리아메디칼_대만 　 대만

7 MCN-K01 M03030111601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8 KJ-F01710 M03030099603 아큐케어_중국 　 중국

9 KJ-B002 M03030099602 아큐케어_대만 　 대만

10 KJ-606B M03030099601 아큐케어_대만 　 대만

11 EP-109 M03030088603 케어맥스코리아_대만 　 대만

12 EOP-105 M03030088602 케어맥스코리아_대만 　 대만

13 EA4-101 M03030088601 케어맥스코리아_중국 　 중국

14 PHS-01 M03030082001 평화양행 　 　

15 명진우드고급조절식슬림지팡이 M03030070502 명진물산_대만 　 대만

□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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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6 명진5단우드고급지팡이 M03030070501 명진물산_대만 　 대만

17 DA-0821I M03030057601 대세엠케어_중국 　 중국

18 SWA-404 M03030050001 상모의료산업_국산 국산 　

19 YGM04 M03030045101 유광정밀_한국 한국 　

20 HAW20-100M M03030024006 헬프텍 　 　

21 HME30-100 M03030024004 헬프텍_국산 국산 　

22 RELAX-A(BR,RE,PU) M03030023536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23 OT-32BR M03030023531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24 OT-37PG M03030023530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25 OT-31PK M03030023529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26 OT-301 M03030023528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27 OT-302 M03030023527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28 OT-303 M03030023526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29 OT-304 M03030023525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30 OT-501 M03030023524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31 OT-502 M03030023523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32 OT-503 M03030023522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33 OT-505 M03030023521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34 OT-003 M03030023520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35 WEJ517-805 M03030023519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36 WEJ217-805 M03030023518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37 WEJ5393(플라워블루) M03030023517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38 WEJ5742(플라워레드) M03030023516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39 WEJ2393(플라워블루) M03030023515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40 WEJ2742(플라워레드) M03030023514 웰씨코리아_중국 　 중국

41 FS-70BG M03030023513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42 FS-70RE M03030023512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43 FS-70GR M03030023511 웰씨코리아_대만 　 대만

44 웰씨카본stick(조절식) M03030023510 웰씨코리아 　 　

45 웰씨카본stick(접이식) M03030023509 웰씨코리아 　 　

46 OT-901_902_903_T-90BL_T-90RE M03030023508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47 OT-005,007,009,011 M03030023507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48 FS-10 M03030023506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49 OT-801~805 M03030023505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50 OT-701~705 M03030023504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51 OT-006,008,010,012,014 M03030023503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52 AS-10 M03030023502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53 AS-70 M03030023501 웰씨코리아_일본 　 일본

54 71-FD4 M03030020508 세레부_대만 　 대만

55 17533 M03030020502 세레부_일본 　 일본

56 46-F9 M03030020501 세레부_일본 　 일본

57 NZT121 M03030017502 코지라이프_일본 　 일본

58 FS920L M03030017501 코지라이프_중국 　 중국

59 A-0703 M03030015501 엔도젠_대만 　 대만

60 QC-200 M03030010102 진성메디_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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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61 QC-100 M03030010101 진성메디_한국 한국 　

62 JSS-40F M03030010004 진성메디 　 　

63 JSS-30F M03030010003 진성메디 　 　

64 JSS-20 M03030010002 진성메디_국산 국산 　

65 JSS-10 M03030010001 진성메디_국산 국산 　

66 JMC-2600 M03030008503 진산메디칼_중국 　 중국

67 2000JS M03030008502 진산메디칼_중국 　 중국

68 78C-6 M03030007502 호스피아_일본 　 일본

69 76C-2 M03030007501 호스피아_일본 　 일본

70 SKL-010 M03030006501 삼원스카이_중국 　 중국

71 SKL-030 M03030006102 삼원스카이 　 　

72 SKL-020 M03030006101 삼원스카이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ES8970 H12030122001 ES바이오메디칼 　 　

2 SC-DUC-60 H12030098001 (주)솔고바이오메디칼 　 　

3 Quadtro select cushion H12030085501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4 MK-ASC-3 H12030043101 미키코리아 　 　

5 MK-ASC-1 H12030043001 미키코리아 　 　

6 SM-DUB-004 H12030037101 ㈜씰테크 　 　

7 RG005-1616 H12030036601 큐어시스 　 　

8 RG004-1616 H12030036501 큐어시스 　 　

9 Silicon Air Cushion 40-1000S H12030030103 영원메디칼 　 　

10 Forever Cushion 4040S H12030030102 영원메디칼 　 　

11 Silicon Air Cushion-4040 H12030030101 영원메디칼 　 　

12 ForeverCushion4044 H12030030004 ㈜영원메디칼 　 　

13 ForeverCushion4040 H12030030003 영원메디칼 　 　

14 Forever Cushion H12030030002 영원메디칼 　 　

15 Silicon air cushion H12030030001 (주)영원메디칼 　 　

16 CNR H12030029001 남양전자기공 　 　

17 1R98-06(CR) H12030027101 클리어뷰헬스케어 　 　

18 AGC1616 H12030027004 클리어뷰헬스케어 　 　

19 Air Lite-NAL1616AL H12030027002 클리어뷰헬스케어 　 　

20 SKN4040 H12030017501 코지라이프 　 　

□ 욕창 방 방석



부록∙259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H-2 M30060007001 호스피아_ 　 　

2 FSV-M100 M30030119001 바이오슬립메드_한국 한국 　

3 KSQ-001 M30030112002 ㈜콤슨테크놀러지_ 　 　

4 KSQ-002 M30030112001 ㈜콤슨테크놀러지_ 　 　

5 HY102 M30030102002 한영_ 　 　

6 HY101 M30030102001 한영_ 　 　

7 DU720 M30030101002 동우섬유_ 　 　

8 DU710 M30030101001 동우섬유_ 　 　

9 CM-405 M30030097002 케어메이트_ 　 　

10 CM-404 M30030097001 케어메이트_ 　 　

11 ATA-106 M30030060008 아시아엠이_ 　 　

12 ATA-101 M30030060007 아시아엠이_ 　 　

13 ATA-110 M30030060006 아시아엠이_ 　 　

14 ATA-109 M30030060005 아시아엠이_ 　 　

15 ATA-105 M30030060004 아시아엠이_ 　 　

16 ATA-104 M30030060003 아시아엠이_ 　 　

17 ATA-103 M30030060002 아시아엠이_ 　 　

18 ATA-102 M30030060001 아시아엠이_ 　 　

19 MTB62 M30030049011 민택산업_ 　 　

20 MTBS8075 M30030049010 민택산업_ 　 　

21 MTBS8050 M30030049009 민택산업_ 　 　

22 MTSS145 M30030049008 민택산업_국산 국산 　

23 MTSF110 M30030049007 민택산업_ 　 　

24 MTS75 M30030049005 민택산업_국산 국산 　

25 MTS50 M30030049004 민택산업_국산 국산 　

26 MTS150 M30030049003 민택산업_국산 국산 　

27 YH-LA04 M30030031102 영화의료기_ 　 　

28 YH-LA03 M30030031101 영화의료기_ 　 　

29 YH-LA02 M30030031002 영화의료기_ 　 　

30 YH-LA01 M30030031001 영화의료기_ 　 　

31 SB-1000 M30030027015 클리어뷰헬스케어_ 　 　

32 SB-2000 M30030027014 클리어뷰헬스케어_ 　 　

33 SB-3000 M30030027013 클리어뷰헬스케어_ 　 　

34 RP-5001 M30030027012 클리어뷰헬스케어_ 　 　

35 RP-202 M30030027011 클리어뷰헬스케어_ 　 　

36 RP101C M30030027010 클리어뷰헬스케어_ 　 　

37 PSC-D-3 M30030027009 클리어뷰헬스케어_ 　 　

38 PSC-D-2 M30030027008 클리어뷰헬스케어_ 　 　

39 PSC-D-1 M30030027007 클리어뷰헬스케어_ 　 　

40 HS-010 M30030027006 클리어뷰헬스케어_ 　 　

41 HS-009 M30030027005 클리어뷰헬스케어_ 　 　

42 HS-008 M30030027004 클리어뷰헬스케어_ 　 　

43 PSC-C M30030027003 클리어뷰헬스케어_국산 국산 　

□ 자세변환용구



260∙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BFTL3 T03060118003 보필_ 　 　

2 BFTL2 T03060118002 보필_ 　 　

3 BFTL1 T03060118001 보필_ 　 　

4 PHC-01F T03060082003 평화양행_ 　 　

5 PHC-01M T03060082002 평화양행_ 　 　

6 PHC-02 T03060082001 평화양행_ 　 　

7 ABP101 T03060060001 아시아엠이_국산 국산 　

8 HD-UW-001 T03060058003 현대의료산업사_국산 국산 　

9 HD-UM-001 T03060058002 현대의료산업사_국산 국산 　

10 HD-B-001 T03060058001 현대의료산업사_국산 국산 　

11 BFTL6 T03060025103 보필_ 　 　

12 BFTL5 T03060025102 보필_ 　 　

13 BFTL4 T03060025101 보필_ 　 　

14 132C-8-2 T03060007504 호스피아_일본 　 일본

15 132C-8-1 T03060007503 호스피아_일본 　 일본

16 132C-7-2 T03060007502 호스피아_일본 　 일본

17 132C-2 T03060007501 호스피아_일본 　 일본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44 PSC-B M30030027002 클리어뷰헬스케어_국산 국산 　

45 PSC-A M30030027001 클리어뷰헬스케어_국산 국산 　

46 BFTC3 M30030025003 보필_ 　 　

47 BFTC2 M30030025002 보필_ 　 　

48 BFTC1 M30030025001 보필_ 　 　

49 DH-060 M30030022002 실버스핸드_ 　 　

50 DH-040 M30030022001 실버스핸드_ 　 　

51 H-1 M30030007002 호스피아_ 　 　

52 28C-10 M30030007001 호스피아_ 　 　

□ 간이변기( 변기·소변기)



부록∙261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FL-0237A B03181014601 와이지시스 　 　

2 BOFEEL4 B03180118002 보필 　 　

3 BOFEEL3 B03180118001 보필 　 　

4 SSSBC-S B03180098001 솔고바이오메디칼 　 　

5 PHBC-01 B03180082001 평화양행 　 　

6 VALSYC080RKR, BKR B03180081501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7 HS-6003 B03180075007 ㈜동해상사 　 　

8 HS-128 B03180075006 (주)동해상사 　 　

9 HS-6601S B03180075005 (주)동해상사 　 　

10 HS-168A B03180075004 ㈜동해상사 　 　

11 HS-4251 B03180075003 동해상사 　 　

12 HS-4346 B03180075002 동해상사 　 　

13 BC-1500 B03180061001 엔텍 　 　

14 MTCA B03180049001 민택산업 　 　

15 MK-BC-1 B03180043001 미키코리아 　 　

16 MSC-201 B03180034102 엠씨텍 　 　

17 SC-9210 B03180034001 엠씨텍 　 　

18 BOFEEL2 B03180025004 보필 　 　

19 BOFEEL1 B03180025003 보필 　 　

20 SASS B03180025002 보필 　 　

21 SASU B03180025001 보필 　 　

22 SBF-10BL B03180023505 웰씨코리아 　 　

23 SBF-11BL B03180023504 웰씨코리아 　 　

24 SBF-12BL B03180023503 웰씨코리아 　 　

25 SB-31BL B03180023502 웰씨코리아 　 　

26 SB-32BL B03180023501 웰씨코리아 　 　

27 536-322 B03180022502 실버스핸드 　 　

28 (535-019) B03180022501 실버스핸드 　 　

29 BC-200 B03180010001 진성메디 　 　

30 9023JS B03180008501 진산메디칼 　 　

31 SC01 B03180007501 호스피아 　 　

32 SK-390L(블루,레드) B03180006003 삼원스카이 　 　

33 SK-380L B03180006002 삼원스카이 　 　

□ 목욕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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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KNAH-101 M18030113003 ㈜닛신메디칼성남지점_ 　 　

2 KNA-101W M18030113002 ㈜닛신메디칼성남지점_ 　 　

3 KNA-101 M18030113001 ㈜닛신메디칼성남지점_ 　 　

4 KM-100 M18030112001 콤슨테크놀러지_ 　 　

5 MP-Ti_HG_PU M18030111601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6 MYU226JDSW_PU M18030111511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7 SKT-6 M18030111510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8 TRC-2_PU M18030111509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9 MCVWSW-49JL_PU M18030111508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0 MPWSW43JDHGPU M18030111507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1 SKT-2 M18030111506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2 MM-Fit_Hi_22_PU M18030111505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3 MOCC-43D M18030111504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4 RX-1 M18030111503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5 MOC-43LTPD M18030111502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6 MPT-43 M18030111501 미키코리아메디칼_중국 　 중국

17 MiKi-W_QR M18030111106 미키코리아메디칼_한국 한국 　

18 MiKi-W_PB M18030111105 미키코리아메디칼_한국 한국 　

19 MiKi-W_EV M18030111104 미키코리아메디칼_한국 한국 　

20 MiKi-W_AH M18030111103 미키코리아메디칼_한국 한국 　

21 MiKi-W M18030111102 미키코리아메디칼_한국 한국 　

22 KR-1 M18030111101 미키코리아메디칼_한국 한국 　

23 KM-2500L M18030091501 통일의료기_ 　 　

24 FS874LJ M18030088501 케어맥스코리아_ 　 　

25 Centro_A3 M18030085503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_독일 　 독일

26 Duro_III M18030085502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_중국 　 중국

27 스타트M2 M18030085501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_ 　 　

28 CLEMATIS M18030072601 씨엔에스테크_스웨덴 　 스웨덴

29 PARTNER_7001(Comfy-S) M18030057504 대세엠케어_중국 　 중국

30 PARTNER_P3600 M18030057503 대세엠케어_중국 　 중국

31 PARTNER_7003(Comfy M18030057502 대세엠케어_ 　 　

32 1.750Eurochair M18030057501 대세엠케어_독일 　 독일

33 PARTNER3000 M18030057001 대세엠케어_ 　 　

34 KM1000 M18030054002 금강기건장성공장_ 　 　

35 BM22-40 M18030053501 와이메드_ 　 　

36 MDHE95000000 M18030046501 메디타운_대만 　 대만

37 MF-22D M18030043104 미키코리아_한국 한국 　

38 MIRAGE22D-P M18030043103 미키코리아_한국 한국 　

39 MIRAGE22D-E M18030043102 미키코리아_ 　 　

40 MIRAGE7(16D) M18030043101 미키코리아㈜_ 　 　

  2.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부록∙263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WS8830 S03091013101 우성이엔지_국내 국내 　

2 천연BED_ST-3 S03091004118 에이원의료기산업_한국 한국 　

3 천연BED_DM-1 S03091004115 에이원의료기산업_한국 한국 　

4 천년_BED_SM-2 S03091004111 에이원의료기산업_ 　 　

5 천년_BED_SM-1 S03091004110 에이원의료기산업_ 　 　

6 천년BED_SD-2 S03091004102 에이원의료기산업_ 　 　

7 천년BED_SD-1 S03091004101 에이원의료기산업_ 　 　

8 RGB-202A-2DM S03090109004 태천의료산업_ 　 　

9 RGB-201L-2M S03090109003 태천의료산업_ 　 　

10 RGB-201L-1M S03090109002 태천의료산업_ 　 　

11 RGB-201L-3M S03090109001 태천의료산업_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41 MIRAGE-7(22D)-C M18030043015 미키코리아㈜_ 　 　

42 MIRAGE-7(22D)-B M18030043014 미키코리아㈜_ 　 　

43 MIRAGE-7(22D)-A M18030043013 미키코리아㈜_ 　 　

44 MIRAGE7(바퀴분리형) M18030043012 미키코리아_ 　 　

45 MM-1000 M18030043011 미키코리아_ 　 　

46 MM-2000M M18030043010 미키코리아_ 　 　

47 ML-22D M18030043009 미키코리아_ 　 　

48 MFL-48DLX(FS) M18030043008 미키코리아_ 　 　

49 HSA-8D M18030043007 미키코리아_ 　 　

50 Tilt7(22D) M18030043006 미키코리아_국산 국산 　

51 Mirage22D M18030043005 미키코리아_국산 국산 　

52 Mirage2(16D) M18030043004 미키코리아_국산 국산 　

53 HAL48(22D) M18030043002 미키코리아_국산 국산 　

54 MIRAGE7(22D) M18030043001 미키코리아_ 　 　

55 SF-8J750SF-FB M18030042501 오픈케어_대만 　 대만

56 HBL M18030030501 (주)영원메디칼_ 　 　

57 J610 M18030021507 대성공업_중국 　 중국

58 DS-321BB M18030021101 대성공업_ 　 　

59 DS-911A-RB(서비스브레이크) M18030021006 대성공업_ 　 　

60 DS-304RB M18030021005 대성공업_ 　 　

61 DS-301RB(서비스브레이크) M18030021004 대성공업_ 　 　

62 DS-301RB(레자) M18030021003 대성공업_ 　 　

63 DS-911A M18030021002 대성공업_ 　 　

64 DS-301A M18030021001 대성공업_ 　 　

65 FS950LBP M18030017503 코지라이프_중국 　 중국

66 NAH101 M18030017502 코지라이프_일본 　 일본

67 NA-101 M18030017501 코지라이프_일본 　 일본

68 REM-100 M18030007501 호스피아_일본 　 일본

69 CA905L M18030006501 삼원스카이_중국 　 중국

□ 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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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2 KPB-100 S03090108001 콤슨_ 　 　

13 MB732 S03090106001 영일엠_ 　 　

14 CONBLE_GB2 S03090105002 광원메디텍_ 　 　

15 CONBLE_GB3 S03090105001 광원메디텍_ 　 　

16 PHCB-3500 S03090096005 팜파스_ 　 　

17 PHCB-3000 S03090096004 팜파스_ 　 　

18 PHCB-2100 S03090096003 팜파스_ 　 　

19 PHCB-2000 S03090096002 팜파스_ 　 　

20 PB-7000 S03090094006 푸메_ 　 　

21 PB-5000 S03090094005 푸메_ 　 　

22 PB-3000 S03090094004 푸메_ 　 　

23 PB-30M S03090094003 푸메_ 　 　

24 PB-25M S03090094002 푸메_ 　 　

25 PB-20M S03090094001 푸메_ 　 　

26 HBS-200 S03090092101 해피베드_ 　 　

27 KB-1112 S03090089001 코리아베드_ 　 　

28 Rapport-II S03090088004 케어맥스코리아_ 　 　

29 Rapport-III S03090088003 케어맥스코리아_ 　 　

30 Comfort-Ⅰ S03090088002 케어맥스코리아_ 　 　

31 Rapport-Ⅰ S03090088001 케어맥스코리아_ 　 　

32 SS-1900 S03090080001 신신의료기산업_ 　 　

33 SM-300 S03090079001 세원메디칼_ 　 　

34 SEB-601AD S03090052102 신창의료기공업사_ 　 　

35 SEB-201AD S03090052101 신창의료기공업사_ 　 　

36 SEB-501AD S03090052001 신창의료기공업사_ 　 　

37 HB-111B S03090051101 한국베드_한국 한국 　

38 HB-101B S03090051006 한국베드_ 　 　

39 HB-110B S03090051004 한국베드_ 　 　

40 HB-111 S03090051002 한국베드_국산 국산 　

41 HB-110 S03090051001 한국베드_국산 국산 　

42 TBS-300P S03090048103 태동프라임_한국 한국 　

43 TBS-300W S03090048102 태동프라임_한국 한국 　

44 TB-302P S03090048101 태동프라임_한국 한국 　

45 TB-301-A S03090048009 태동프라임_ 　 　

46 TBS-300-A S03090048008 태동프라임_ 　 　

47 TB-673DL-A S03090048007 태동프라임_ 　 　

48 TB-302-A S03090048006 태동프라임_ 　 　

49 TBS-300 S03090048005 태동프라임_ 　 　

50 TB-302 S03090048004 태동프라임_ 　 　

51 TB-301 S03090048003 태동프라임_ 　 　

52 TB-673DL S03090048002 태동프라임_국산 국산 　

53 TB-2003 S03090048001 태동프라임_국산 국산 　

54 N1M1D S03090039503 솔고실버서플라이_일본 　 일본

55 FBK730N S03090039502 솔고실버서플라이_일본 　 일본

56 FBK720N S03090039501 솔고실버서플라이_일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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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57 JB930 S03090035102 폴리텍_한국 한국 　

58 JB630 S03090035101 폴리텍_한국 한국 　

59 JB920 S03090035009 폴리텍_ 　 　

60 JB620 S03090035008 폴리텍_ 　 　

61 JB520 S03090035007 폴리텍_ 　 　

62 JB600-S S03090035006 폴리텍_ 　 　

63 JB910 S03090035005 폴리텍_국산 국산 　

64 JB610 S03090035004 폴리텍_국산 국산 　

65 JB500 S03090035003 폴리텍_국산 국산 　

66 JB900 S03090035002 폴리텍_ 　 　

67 JB600 S03090035001 폴리텍_ 　 　

68 MMW-201 S03090034003 엠씨텍_ 　 　

69 MMP-201 S03090034002 엠씨텍_국산 국산 　

70 MMP-401 S03090034001 엠씨텍_ 　 　

71 SBM-310-1 S03090033007 성심의료산업_국내 국내 　

72 SBM-210-2 S03090033006 성심의료산업_국내 국내 　

73 SBM110 S03090033005 성심의료산업 　 　

74 SBM_310 S03090033004 성심의료산업 　 　

75 SBM_220 S03090033003 성심의료산업 　 　

76 SBM_210-1 S03090033002 성심의료산업 　 　

77 SBM-210 S03090033001 성심의료산업 　 　

78 CB-1303 S03090032006 케어베드 　 　

79 CB-1302 S03090032005 케어베드_ 　 　

80 CB-1301 S03090032004 케어베드_ 　 　

81 CB1103 S03090032003 케어베드_ 　 　

82 CB1102 S03090032002 케어베드_ 　 　

83 CB1101 S03090032001 케어베드_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천년_BED_STD-2 S03061004101 에이원의료기산업_ 　 　

2 RGB-201L S03060109002 태천의료산업_ 　 　

3 RGB-201H S03060109001 태천의료산업_ 　 　

4 KMB-100 S03060108001 콤슨_ 　 　

5 PB-20C S03060094001 푸메_ 　 　

6 KB-1522 S03060089001 코리아베드_ 　 　

7 SS-1600B S03060080001 신신의료기산업_ 　 　

8 SM210-2P S03060079001 세원메디칼_ 　 　

9 KMB-M300 S03060054001 금강기건장성공장_ 　 　

10 SB-341AD S03060052002 신창의료기공업사_ 　 　

11 SB-343AD S03060052001 신창의료기공업사_국산 국산 　

12 HB-9002B S03060051007 한국베드_ 　 　

13 HB-9001B S03060051005 한국베드_ 　 　

□ 수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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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4 HB-9001A S03060051004 한국베드_ 　 　

15 HB-301 S03060051003 한국베드_국산 국산 　

16 HB-202 S03060051002 한국베드_국산 국산 　

17 HB-103 S03060051001 한국베드_국산 국산 　

18 TB-512DB S03060048001 태동프라임_국산 국산 　

19 JB404 S03060035003 폴리텍_ 　 　

20 MCP-201 S03060034001 엠씨텍_ 　 　

21 SHB201 S03060033004 성심의료산업_ 　 　

22 SHB101 S03060033003 성심의료산업_ 　 　

23 SHB-200 S03060033002 성심의료산업_ 　 　

24 SHB-100 S03060033001 성심의료산업_ 　 　

25 CB-202 S03060032003 케어베드_국산 국산 　

26 CB-301 S03060032001 케어베드_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K-Airtex 200 H12060108001 콤슨 　 　

2 EXCEL4000 H12060067503 썬바라 　 　

3 PM100B4 PLUS H12060067502 썬바라 　 　

4 OASIS1000 H12060067501 썬바라 　 　

5 SM-DUB-002 H12060037001 씰테크 　 　

6 YH-0302TPU H12060031101 영화의료기 　 　

7 YH-0305 H12060031004 영화의료기 　 　

8 YB-1104A H12060031003 영화의료기 　 　

9 YH-0301 H12060031002 영화의료기 　 　

10 YH-0302 H12060031001 영화의료기 　 　

11 AD-1800 Turning H12060030103 영원메디칼 　 　

12 YW-SA-100 H12060030102 영원메디칼 　 　

13 AD-Ⅲ-Bidet H12060030101 영원메디칼 　 　

14 AD-1200 DL/V H12060030013 ㈜영원메디칼 　 　

15 AD-Ⅲ TPU BEAM H12060030012 ㈜영원메디칼 　 　

16 AD-Ⅱ L/V TPU H12060030011 ㈜영원메디칼 　 　

17 MARK-Ⅱ SILVER H12060030010 ㈜영원메디칼 　 　

18 YW-2000 H12060030009 영원메디칼 　 　

19 Mark-II overlay H12060030008 (주)영원메디칼 　 　

20 Curix-Heating H12060030007 (주)영원메디칼 　 　

21 CURIX TURNING H12060030006 (주)영원메디칼 　 　

22 AD-Ⅲ H12060030005 (주)영원메디칼 　 　

23 AD-Ⅱ H12060030004 (주)영원메디칼 　 　

24 AD-1400 H12060030003 (주)영원메디칼 　 　

25 AD-1300 H12060030002 (주)영원메디칼 　 　

26 Liker 3T H12060029002 남양전자기공 　 　

27 Liker 3S H12060029001 남양전자기공 　 　

□ 욕창 방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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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28 MSK-02 H12060028501 앞썬 　 　

29 RC402C H12060027101 클리어뷰헬스케어 　 　

30 RC202W-PU H12060027005 클리어뷰헬스케어 　 　

31 SA4002PU H12060027004 클리어뷰헬스케어 　 　

32 RC6000PU Plus H12060027003 클리어뷰헬스케어 　 　

33 RC502PU H12060027002 클리어뷰헬스케어 　 　

34 RC402 H12060027001 클리어뷰헬스케어 　 　

35 MD-300 TPU3 H12060026003 은혜메디칼 　 　

36 MD-300TPU2 H12060026001 은혜메디칼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YH-2013 B03030031002 영화의료기 　 　

2 YH-2002 B03030031001 영화의료기 　 　

3 YW-BA-2000 B03030030101 영원메디칼 　 　

4 YW-BA-1000 B03030030001 (주)영원메디칼 　 　

5 TB-1000 B03030027001 클리어뷰헬스케어 　 　

6 104C-2 B03030007501 호스피아 　 　

제품명 제품코드 업체 국내 수입

1 아쿠아조이 B03240087001 케어라인 　 　

2 Bathmaster Sonaris B03240062501 코스웰 　 　

□ 이동욕조

□ 목욕리 트



268∙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부록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여범   여기  등에 한 고시

[시행 2012.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2호, 2012.3.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

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

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

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

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

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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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제3조(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

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

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품목을 구

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바목의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

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및 제2조제3항제1호차목의 자세변

환용구는 각각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270∙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3.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

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

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

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

요양인정·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

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에 기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

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

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⑥ 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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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

방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안

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① 공단의 이사장은 복지용구 대여제

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

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4.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

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

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

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

한다. 

  6. 수급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

내역과 실제 급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

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급여로 인정된 제품기준과 상이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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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

험급여 적용을 원하는 경우,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 품목과 제품의 선별기준, 가격산

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

  2.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다른 법률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단의 

이사장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 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

  2. 급여결정신청 자격 제한 기간

  3. 급여결정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대상 제품의 선정 및 제외

  2.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및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

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3.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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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 1인 

  5.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 및 1급 직원 1인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

로 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2.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제조·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공단 산출가격

  2. 제조·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내구연한과 대여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복지용구로서의 적합성 등을 재평가하여 급여대상제외 여부

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급여대상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그 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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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

청할 수 있다.

  1. 제조·수입업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3. 최근 1년간 복지용구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

  4.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급여제품을 고의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7. 제조·수입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알선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

  8. 그밖에 보험급여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 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

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

다.

  ③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1조의제④항 및   

제⑤항을 준용한다.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①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및 포장에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급여비용의 조정) ①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1조제5항에 따

라 장관이 고시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

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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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 재평가)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

  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

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급여제품의 유통비용이 공단에서 정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4. 보험급여량에 대한 점유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급여비용이 급격히 증가

된 경우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급여비용 조정시 대여제품인 경우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급여비용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조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복지용구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의무)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여결정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의 가입기간 및 배상범위 등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42호, 2012.3.28>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용구산업체 실태조사표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 으로, 2012년도 과제의 하나

로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과제를 수행 에 있습니다.

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차 고령친화제품에 

한 욕구와 수요가 크게 증 될 것으로 상됩니다. 고령친화제품  특히 복지용구에 한 

제품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복지용구산업의 생산  매기반, 경쟁력등에 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복지용구 수요증가에 응하고 아울러 련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으로 육성시키기 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의 제조와 국내 매 시장의 확보 등이 필연 이

라 생각되며, 이를 한 정책 근거자료로 산업체의 황, 수출입 황, 시장 규모 등을 악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는 단하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번 조사는 우리 원과 한국고령친화산업 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귀 사가 작성

해 주신 소 한 자료는 우리나라 복지용구산업 발 과 활성화를 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해 사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 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문에 응해주심에 해 미리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확한 답변을 요

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실무담당자

(작 성 자)

성  명 직  

  화 팩 스

휴 폰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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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반 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 업 명

주    소

본  사 _____________시(도) _____________시/군/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장 1
공장 2

설립연도  _____________년

업    태 □1. 복지용구 제조  □2. 국내 는 해외에 자사제품 탁생산  □3. 복지용구 수입

회사형태 □1. 개인           □2. 일반법인         □3. 상장회사(거래소  코스닥)

자 본  (               )백만원

매 출 액
* O 회사 체 매출액     :  (              )억원

O 복지용구 련 매출액 :  (              )억원

업이익* O 회사 체 업이익    :  (              )억원

※ 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 리비+ 매비)

인력 황* 총 __________명 (생산직: ______명, 연구개발직: _____명, 업직: _____명, 기타: _____명)

주: 1) 매출액, 업이익, 인력 황은 2011년 기  자료 미비시 2010년 기  작성  연도 표시

2. 귀 사의 복지용구 매 황에 한 질문입니다.(2011년도 기 )

품목명
품목코

드

2011년도
제조형태

(해당란에 %표시)
 매

(해당란에 %표시)

매

단가

매출액

(억원)
자사

제조

국내

타사

해외

타사

해외

수입

노인

복지시

설

복지용구

사업소

유통업체

(도·소매) 수출 기타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수동휠체어

M11 5만
원

2.5억원 50% 30% - 20% 40% 40% 20% - -

주: 품목명, 제조형태, 출하처는 별첨의 표에서 찾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은 내수+수출 포함입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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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타사제조란 자사상품으로 출하하는 제품을 국내(해외)타사에서 제조(OEM 탁)하는 것을 말함

질문 2. 계속(2007~2010년도)

품목명
품목코

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매단가
매출액

(억원) 매단가
매출액

(억원) 매단가
매출액

(억원) 매단가
매출액

(억원)

      

3. 상기 질의에서 해외수입/수출란에 표기하신 경우에 한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품목

코드

2011년 수입

품목명
품목

코드

2011년 수출

수입국
수입 액

(2011기 , 백만원) 수출국
수출 액

(2011기 , 백만원)

: 동침
만 3.6억

278∙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3-1. 복지용구를 수입하고 있다면, 주력 수입품목 한 가지를 기입해주시고, 해당 제품의 수입이유를 아래 번호에 표

시해 주십시오.

      3-1-1. 주력 수입품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1-2. 해당 제품의 수입 이유

            □1. 기술부족으로 국내생산 불가  

            □2. 수요부족으로 생산의 경제성 취약 

            □3. 국내제품의 품질수  취약  

            □4. 비싼 국내조달 가격  

            □5. 원가 감을 하여  

            □6. 기타(                           )

4. 귀사의 2011년 기업비용의 구성비를 기입해 주십시오.

연간총지출합

계
인건비 원재료비 기계장비 토지건물비 기타 제비용

100% % % % % %

  4.1 귀사 주력 복지용구제품의 생산인력  설비의 수 , 부문별 경쟁력을 타국가와 비교 평가해 주십시오.

      4-1-1. 주력 복지용구제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1-2. 타국가과 비교 평가

일본업체 국업체 만업체 유럽업체 미국업체
국내

동종업체

인력의 숙련도

제품설계  디자인

생산설비(자동화 등)
품질경쟁력 100
가격쟁쟁력

업경쟁력

종합

주: 항목별로 가장 높은 수 을 100, 가장 낮은 수 을 0으로 가정하고 수치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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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귀사의 향후  진출분야가 있으면, 해당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 여분야  

      □2. 공 여 외 분야    

      □3. 해외수출

      □4. 기타(                                 ) 

  4.4. 장기 으로 국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해서 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요한 순서 로 나열해 주십시오. (※ 기타가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1순  _______________________

       2순  _______________________

       3순  _______________________

       4순  _______________________

       5순  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1. 기술개발   2. 생산설비 개선   3. 원가 감   4. 마  강화   5. 기타(                  )

5. 복지용구산업 활성화를 한 산업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등과 련한 의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기술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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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희 연구원에서는 복지용구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복지용구 수요기반확 와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복지용

구 여체계 개선방안을 심으로 복지용구 공 업체와 매업소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희 연구와 향후 련 정부정책을 

한 자료로 귀 하게 사용될 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 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담당부서: 보건정책연구실 (☎ 02-380-8258, 8277) 이난희, 조 민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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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를 한 다음의 정부의 정책  가장 실효성이 높았던 정책

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령친화 R&D 지원                □②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     

□③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     □④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  운

□⑤ 기타 (                      )

1.

 2. 복지용구산업 활성화의 주요 제약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말 해 주

십시오.

□① 복지용구 수요기반 미흡                   

□② 산업체의 R&D투자, 문인력 부족 등 경쟁력 부족

□③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여제도 운 , 정비 미흡 

□④ 법제도  표 련 미흡 

□⑤ 정부의 산업 활성화 노력, 추진체계  사회  인식 미흡

□⑥ 기타 (                              )

2.

 3. 귀사가 주력으로 생산/ 매하는 복지용구 품목은 무엇인지 말 하여 주십시오. 3.

  1순

  2순

  3순

  3-1. 귀사가 생산/ 매하는 복지용구 1순  품목(      )의 향후 수요는 어떠할 거 같습니까?

3-1.

  3-2. 귀사가 생산/ 매하는 복지용구 2순  품목(      )의 향후 수요는 어떠할 거 같습니까?

3-2.

  3-3. 귀사가 생산/ 매하는 복지용구 3순  품목(      )의 향후 수요는 어떠할 거 같습니까?

3-3.

 4.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 를 해 다음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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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복지용구 여 상 확   여 수 자 연간 한도 액 

확 4-3.

4-4. 여품목 확  ( 재 총 17개 품목) 4-4.

4-5. 기타 (                   ) 4-5.

 5. 귀사가 취 하는 복지용구 품목에 해 선진국 는 국 일본 만 등 경쟁국에서 수

입한 제품과 국내제품을 비교할 때 국내제품이 상 으로 어떠합니까? 

  5-1. 품질면에서 

       □① 매우 불리       □② 다소 불리       □③ 비슷하다      

       □④ 다소 유리       □⑤ 매우 유리

5-1.

  5-2. 가격면에서 

       □① 매우 불리       □② 다소 불리       □③ 비슷하다      

       □④ 다소 유리       □⑤ 매우 유리

5-2.

 6. 국내 복지용구 생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다음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1. 복지용구에 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 6-1.

6-2.

6-3.

6-4.

6-5.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보 6-5.

6-6. 기타(                                     ) 6-6.

  7. 다음은 복지용구 여제도에서 여제품 선정방식에서 사후 리까지 만족도에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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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여제품 선정방식(공  여 진입 기 , 수 자 수요규모 

측정방식 등 제품선정을 한 비‧보정심사에서) 7-1.
7-2. 구입 는 여 여 제공 방식(구입 는 여 제품 

구분의 정성, 사용개수 제한 등) 7-2.

7-3. 여비용 연 한도액, 품목별 내구연한 등 여 제공 범  7-3.

7-4. 정 가격 산정 기   차(구입가격  여가격) 7-4.

7-5. (비용 비 편익‧효과를 고려한) 합리 인 가격 산정  7-5.

7-6. 사후 리 방식(소독비용산정 방식, 소독표 화 매뉴얼 등) 7-6.

7-7. 기타 (                          ) 7-7.

 8. 행 복지용구 여제도에 해 반 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8.

   8-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1.

 9. (공 업체의 경우) 귀사가 복지용구 

제품을 공 할 때,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① 공 업자(생산업자, 수입업자)   
   □② 매업소    

   □③ 공 업자와 매업소가 공동 합의 

9. ( 매업소의 경우) 귀사가 복지용구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① 공 업자(생산업자, 수입업자)
   □② 매업소    

   □③ 공 업자와 매업소가 공동 합의 

9.

 10. ( 매업소) 귀사는 복지용구의 생산  국내 수입과 련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

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

 11. 귀사의 설립연도는?     (       )년도

11.

 12. 귀사의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총 (            )명 12.

 13. 귀사의 연평균 매출 수 은?

   □① 1억 이하    □② 1억~3억 □③ 3억~6억    □④  6억~15억 

   □⑤ 15억~30억   □⑥ 30억~70억   □⑦ 70억 이상  □⑨ 무응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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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 신용카드 결재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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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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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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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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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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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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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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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6∙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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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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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공적전달체계개편방안:공적전달체계의수직적편
제와수평적배열의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문화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을 중심으로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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