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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유지기구센터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행 제도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 사례와 성인 연령대상, 개인별 

상황에 맞는다양한품목적용으로인천광역시의 

공적지원 수준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재활보조기구 분야 가운데 자세유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개별 맞춤 제작 전문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육성과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선진 제작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중추신경계장애, 근골격계장애 및 희귀병 등에 의한 체형변형, 일상생활 제한, 욕창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평가와 맞춤형 제작과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평가와 

개별 맞춤 제작과정에 있어서 의학적, 신체적, 인체공학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의료전문가, 보조공학 전문가, 제작 전문가로 구성된 다영역 전문가들이 팀협력에 의해 

평가와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자세유지기구 적용 범위와 경험이 국내에서 높은 

수준이며, 앉기자세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에서 

성인까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생활환경 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할수 있는독자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있습니다. 



Postu「al maintenance ai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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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술협력 

일본(주)니시가와 연구실 

자세유지기구센터 

치료사, 보조공학사, 제작사, 

사회복지사, 장애전문가, 

운영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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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정책지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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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유지기구센터 

서비스안내 

종합적인 평가와제작과정을통해 이용자에게 효과적이고효율적인 기구를 

개별 맞춤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과정 

를홉뿔웰l 

l률뀔~ 

톨짧題뚫l 

l률펌를l 

를웰뿔뿔할됩l 

l톨圖웰l 

인터넷 접수와 전화, 내방 상담을통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와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자세유지기구에 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지침하여 본 센터에서 신체 및 환경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당사자, 보호자를 중심으로 의사, 치료사, 

보조공학사, 제작사등 다양한 전문인력과 할께 기구제작에 팔요한 

회의가이루어집니다, 

신체적 특성을고려하여 시율레이선(체형취형)을 실시하고 중간평가에 

참여하여 적합성을 높여갑니다. 

제작된 기구의 바른 사용을 위해 유의사항 및 사용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고바로사용합니다, 

성장 발달 및 환경변화 등 다양한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서비스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뇌병변, 지체, 중복장애 등) 중 

의사소견에 따라 자세유지와 관련된 보조기구가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서비스비용 

서비스 비용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감면 ; 소득기준에 따른 비용 감면 

실비 ; 일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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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Postu「al m리ntenance aid center 

자세유지기구제작자동화시스템 

자세유지기구제작자동화(CAD&C때) 시스템은국내 최초로장기간 

조사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에 맞게 정착시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세유지기구제작보급사업의효과성과효율성을극대화시켰으며,국내 

자세유지기구 사업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 었습니다. 

자동화시스템공정 

• 
.... 4 、!

|가공데이터생칭 

I (CAM) I • 

자동화 시스템 공정은 컴퓨터상에서 형상 치수 각도 등 수정을 통해 최적의 자세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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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유지기구센터 

체압분포측정시스템 

체압분포측정 시스뱀은 이용자의 자세 변화에 따른 신체 압력 분포를 t i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평가를 시행합니다. 체압분포 확인을 통해서 개선된 

최적의 자세를 실현하고 객관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체압분포측정 시스템 공정 

• • 
!’ 3 、!

| 중간평가시 

..... 4 、!

l‘납품평가시 ->--
| }세측정 | 자세측정 

체압분포측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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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u「al maintenance aid center 

자세유지기구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신체적 변형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발달성장을 돕고, 일상생활에서 제한되는 기능을 보조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생활환경을지원합니다. 

일상생활활동이란우리가눈뜨며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둡기 -> 앉기 ->서기의 큰 단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활동으로 식사, 

학습, 이동, 여가활동, 배변, 잠자기 등 더 많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자세를취해야만그활동을원활하게 할수 있는데, 

만약 신체적, 기능적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면 자세유지기구를 

사용하여 활동의 제약을해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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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유지기구센터 

서비스지원품목 눔기자세유지기구 

신체적 변형으로 인해 늠는 자세가불안정하면 이차적인 변형이 진행될 수 있고,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늠기 자세유지기구는 근 긴장도를 낮추어 뼈와 근육의 

구축 예방과 이차적인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기능의 약화로 인한 호홈 

불안정 및 가래 발생을 줄여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신체기능 및 환경에 따라 기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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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u 「a l m리ntenanc e aid center 

서비스지원품목 앉기자세유지기구 

10 

목과 몸통 가누기, 앉기가 불안정한 줄증의 발달지연과 뇌병변 장애, 척추변형, 탈구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내에서의 안정된 앉기, 이동, 식사, 학슴, 휴식 

등의 다목적 기능을 제공하는 자세유지기구이며, 각도조절 장치 장착이 가능합니다. 

L 영유아용의자 

L 실내용학습의자 J 



자세유지기구센터 

서비스지원품목 앉기자세유지기구 

목과몸통가누기, 앉기가불안정한종즘의 발달지연과뇌병변 장애, 척추변형, 탈구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활동 종 실외 이동이 필요한 경우 

수동휠체어에 쿠션(INNER)이 적용됩니다. 안정된 자세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증대시킴니다. 

l 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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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u「al m리ntenance aid center 

서비스지원품목 앉기자세유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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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기자세가 불안정하나 인지기능이 양호하여 전동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동휠체어에 쿠션(INNER)이 적용될니다. 스스로 안정된 자세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활동을 향상시격 줍니다. 

L 전동휠체어 

신체를 지지하여 안정된 앉기 자세로 단거리 이통 및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자세와 

환경에 맞게 평가, 제작될니다. 장애아동용 특수 유모차 및 사용증인 유모차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유지기구센터 

서비스지원품목 앉기자세유지기구 

신체기능 저하 및 자세가 불안정하여 상용품 카시트를 사용하지 못할 시 개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자동차 내에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요소를 줄여주고 운전자 또한 안전하게 

운전할수있습니다. 

L 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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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품목 

L 프론스텐더(각도조절형) 

목 가누기가 일부 가능하고 독립적인 

서기자세를유지할수없는경우 

무릎, 엉덩이, 가슴 등을 지지하여 자세를 

잡아즙니다. 서 있는 경험과 하지부 

근력강화 및 신체정렬을 돕고 선 자세에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도조절을 할 수 있어 

신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발달단계 중 서기 자세 전단계로 

신체정렬과 상지의 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며 호홈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근긴장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Postu「al maintenance aid center 

서기자세뮤지기구 

l 스만딩테이블 l 

목가누기가가능하고독립적인 

서기자세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무릎, 엉덩이, 가슴 등을 지지하여 자세를 

잡아 줍니다. 서있는 경험과 하지부 

근력강화 및 신체정렬을 톱고 선 자세에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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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일상의 작은 소망을 키워갑니다. 

편안하게 앉아 세상과 마주하고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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