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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 A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하였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천3백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42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B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

처럼 신고하여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1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C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천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3천4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D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

천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1억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천8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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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신고인 유형
지 급 기 준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의 금액

1. 요양기관 관련자

가.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

하였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

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

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

관을 신고하는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다만,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그 밖의 신고인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외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1천만원 초과 징수금

× 15/100)

2천만원 초과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 (2천만원 초과 징수금×10/100)

※ ‘징수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