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규 등록 제품 정보

2019. 5.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10
제품명 긴소매 바디수트 상하의세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14,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상의)

(단위 : cm)

사이즈(키) 전체길이 어깨넓이 엉덩이넓이 소매길이
115 55(52.5) 23 27 36
125 62(59.5) 26 30.5 40
135 69(66.5) 29 34 44
145 75(72.5) 31 37 48
155 78.5(76) 33 39 52
165 82(79.5) 35 41 56

제품 사이즈(하의)

(단위 : cm)

사이즈
(키)

전체
길이

밑위
길리

허리
둘레

엉덩이
넓이

안다리
길이

115 72 25 48 53 47
125 76 26 51 56 50
135 81 27 54 59 54
145 86 28 57 62 58
155 91 29 60 65 62
165 96 30 63 68 66

색상 : 그레이, 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상, 하의 각각 3장씩 구성
위투관 추가(+12,000원)
주요기능
통기성이 뛰어난 면, 피부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모달,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을 사용
똑딱이 단추를 이용해 2.5~3㎝ 까지 사이즈 조절 가능
원단 라벨대신 몸에 배기지 않도록 KC인증 무독
성 염료로 라벨 인쇄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바디수트의 똑딱이를 풉니다.
② 머리부터 입힌후 똑딱이를 채웁니다.
③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20
제품명 긴소매 브라바디수트 상하의세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26,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상의)

(단위 : cm)

사이즈(키) 전체길이 어깨넓이 엉덩이넓이 소매길이
145 78(72.5) 31 37 48
155 78.5(76) 33 39 52

제품 사이즈(하의)

(단위 : cm)

사이즈
(키)

전체
길이

밑위
길리

허리
둘레

엉덩이
넓이

안다리
길이

115 72 25 48 53 47
125 76 26 51 56 50
135 81 27 54 59 54
145 86 28 57 62 58
155 91 29 60 65 62
165 96 30 63 68 66

색상 : 그레이, 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상, 하의 각각 3장씩 구성
위투관 추가(+12,000원)
주요기능
브라패드의 경우 가슴안쪽이 순면패드로 되어있음
많이 움직여도 바디수트가 형태를 잡아 패드가 올
라가거나 들뜨지 않도록 겉감과 패드를 분리 봉제
겨드랑이에서 9㎝ 가량 내려오는 넓은 패드가 장
착되었고 밑가슴 밴딩
통기성이 뛰어난 면, 피부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모달,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을 사용
똑딱이 단추를 이용해 2.5~3㎝ 까지 사이즈 조절 가능
원단 라벨대신 몸에 배기지 않도록 KC인증 무독
성 염료로 라벨 인쇄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바디수트의 똑딱이를 풉니다.
② 머리부터 입힌후 똑딱이를 채웁니다.
③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30
제품명 긴소매 브라탑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38,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단위 : cm)

사이즈
(키)

전체
길이

어깨
넓이

가슴
넓이

밑단
넓이

소매
길이

145 65 31 37 39 48
155 67.5 38 39 41 52

색상 : 그레이, 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6장을 한 세스로 구성

주요기능

브라패드의 경우 가슴안쪽이 순면패드로 되어있음
겨드랑이에서 9㎝ 가량 내려오는 넓은 패드가 장
착되었고 밑가슴 밴딩
통기성이 뛰어난 면, 피부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모달,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을 사용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40
제품명 긴소매바디수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15,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단위 : cm)

사이즈(키) 전체길이 어깨넓이 엉덩이넓이 소매길이
115 55(52.5) 23 27 36
125 62(59.5) 26 30.5 40
135 69(66.5) 29 34 44
145 75(72.5) 31 37 48
155 78.5(76) 33 39 52
165 82(79.5) 35 41 56

색상 : 그레이, 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5장 한 세트로 구성
위투관 추가(+20,000원)

주요기능

신축성이 뛰어나 입고 벗기 편리
통기성이 뛰어난 면, 피부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모달,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을 사용
똑딱이 단추를 이용해 2.5~3㎝ 까지 사이즈 조절 가능
원단 라벨대신 몸에 배기지 않도록 KC인증 무독
성 염료로 라벨 인쇄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바디수트의 똑딱이를 풉니다.
② 머리부터 입힌후 똑딱이를 채웁니다.
③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50
제품명 소매브라바디수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08,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단위 : cm)

사이즈(키) 전체길이 어깨넓이 엉덩이넓이 소매길이
145 75(72.5) 31 37 48
155 78.5(76) 33 39 52

색상 : 그레이, 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4장 한 세트로 구성
위투관 추가(+16,000원)

주요기능

브라패드의 경우 가슴안쪽이 순면패드로 되어있음
많이 움직여도 바디수트가 형태를 잡아 패드가 올
라가거나 들뜨지 않도록 겉감과 패드를 분리 봉제
겨드랑이에서 9㎝ 가량 내려오는 넓은 패드가 장
착되었고 밑가슴 밴딩
긴소매 바디수트의 기본적인 장점 동일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바디수트의 똑딱이를 풉니다.
② 머리부터 입힌후 똑딱이를 채웁니다.
③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60
제품명 긴소매브라탑 상하의세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50,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상의)

(단위 : cm)

사이즈
(키)

전체
길이

어깨
넓이

가슴
넓이

밑단
넓이

소매
길이

145 65 31 37 39 48
155 67.5 38 39 41 52

제품 사이즈(하의)

(단위 : cm)

사이즈
(키)

전체
길이

밑위
길리

허리
둘레

엉덩이
넓이

안다리
길이

115 72 25 48 53 47
125 76 26 51 56 50
135 81 27 54 59 54
145 86 28 57 62 58
155 91 29 60 65 62
165 96 30 63 68 66

색상 : 그레이, 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상, 하의 각각 4장씩 구성

주요기능
브라패드의 경우 가슴안쪽이 순면패드로 되어있음
겨드랑이에서 9㎝ 가량 내려오는 넓은 패드가 장
착되었고 밑가슴 밴딩
통기성이 뛰어난 면, 피부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모달,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을 사용
원단 라벨대신 몸에 배기지 않도록 KC인증 무독
성 염료로 라벨 인쇄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70
제품명 민소매 바디수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20,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단위 : cm)

사이즈(키) 전체길이 어깨넓이 엉덩이넓이
115 55(52.5) 23 27
125 62(59.5) 26 30.5
135 69(66.5) 29 34
145 75(72.5) 31 37
155 78.5(76) 33 39
165 82(79.5) 35 41

색상 : 그레이, 베이지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6장 한 세트로 구성
위투관 추가(+22,000원)

주요기능

맨살이 드러나지 않아 체온조절이 가능
옷이 올라가 배기지 않음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어 신체 보호 가능
신축성이 매우 뛰어나 입고 벗기 편리
똑딱이 단추를 이용해 2.5~3㎝ 까지 사이즈 조절 가능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바디수트의 똑딱이를 풉니다.
② 머리부터 입힌후 똑딱이를 채웁니다.
③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80
제품명 민소매 브라 바디수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20,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단위 : cm)

사이즈(키) 전체길이 어깨넓이 엉덩이넓이
145 75(72.5) 31 37
155 78.5(76) 33 39

색상 : 그레이, 베이지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5장 한 세트 구성
위투관 추가(+20,000원)

주요기능

브라패드의 경우 가슴안쪽이 순면패드로 되어있음
많이 움직여도 바디수트가 형태를 잡아 패드가 올
라가거나 들뜨지 않도록 겉감과 패드를 분리 봉제
겨드랑이에서 9㎝ 가량 내려오는 넓은 패드가 장
착되었고 밑가슴 밴딩
베이빅 바디수트의 기본적인 장점 동일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090
제품명 민소매 브라탑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20,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단위 : cm)

사이즈(키) 전체길이 어깨넓이 가슴넓이 밑단넓이
145 65 31 37 39
155 67.5 33 39 41

색상 : 그레이, 베이직, 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6장을 한 세트로 구성

주요기능

브라패드의 경우 가슴안쪽이 순면패드로 되어있음
겨드랑이에서 9㎝ 가량 내려오는 넓은 패드가 장
착되었고 밑가슴 밴딩
통기성이 뛰어난 면, 피부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모달,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을 사용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품목명 장애인용 의복
등록일 2019년(상반기) 등록코드 090307007300100
제품명 죠스이지점프수트 연락처 010-4526-7445
업체명 베터베이직 가격 114,000원

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단위 : cm)

사이즈
(키)

전체
길이

어깨
 넓이

가슴 
넓이

엉덩이
넓이

바지
길이

120 72 26 32 37 12
135 81 29 36 42 13
150 89 32 40 47 14
165 97 36 43.5 52 15

색상 : 화이트/네이비, 그레이/네이비
섬유 혼용률 : 면 58%, 모달 38%, 스판 4%
구성품목

3장 한 세트로 구성
위투관 추가(+12,000원)

주요기능

위 아래가 붙어있는 점프수트로 움직임이 많을 
때, 물리치료할 때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때, 
옷이 말려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음
상하의 원단을 달리한 디자인(죠스 스트라이프)으
로 위 아래가 붙어있지만 보기엔 따로 옷을 입은
듯한 효과
바지 길이가 있어 반바지를 입은 듯한 디자인으로 
겉옷, 이지웨어로 입을 수 있음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전국
제조(수입) 구분
국내제작

사용방법

① 바디수트의 똑딱이와 왼쪽 허리부분에 있는 지퍼를 소매 끝까지 엽니다.
② 2 머리부터 입힌후 지퍼를 잠그고 똑딱이를 채웁니다.
③ 3. 일반 옷을 입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