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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양비 종류 

① 출산비(‘08.2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출산비를 지급(지급금액 : 250,000원)

②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85.2월/’08.11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요양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

 지급금액 : (복막관류액)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이내 약제비

소요액의 90%, (기타 소모성재료) 기준금액<10,420원/일>의 90%

③ 산소치료서비스(‘06.11월, 휴대용: ’17.1월)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금액 : 기준금액(12만원/월, 휴대용: 20만원/월)의 90%

④ 당뇨병 소모성 재료(‘11.7월)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당뇨소모품(1일 900원~2,500원)의 90%

* 제2형 당뇨환자까지 확대(‘15.11월)

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13.7월)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카테터를 구입․사용한 경우

*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17.1월)

 지급금액 : 기준가격(9,000원/1일당 최대 6개)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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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공호흡기(’16.1월)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

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급금액 : 대여료(356,000~535,000원/월)의 90%

* 기본소모품(6만원~8만원,월) 및 선택소모품(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7,000원~

14,500원(월2개) 또는 마스크(72,000원~148,000원, 연40만원이하) 별도지급

⑦ 기침유발기(’17.1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급금액 : 대여료(160,000원/월)의 90%

⑧ 양압기(’18.7월)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가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   

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급금액 : 대여료(76,000~126,000원/월)의 80%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 95,000원/1개(1년에 1개)

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9.1월)

 제1형 당뇨병 상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처방받은 자

 지급금액 : 기준금액(1주 7만원) 70%

 ※ (공통사항) 지급금액 :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에 대한  

               지원  율(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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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건강보험법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

여비용의 지급) ① 공단은 제5

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

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

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

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

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

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

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

여야 한다.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

여비용 등의 지급) ① -------

----------------------------

----------------------------

----------------------------

----------------------------

----------------------------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

49조에 따른 요양비를---------

----------------------------

----------------------------

-----. ----------------------

----------------------------

----------------------------

----------------------------

------------------------요양

급여비용과 요양비를----------

----------------------------

----------------------.

②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

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

터 제48조까지, 제55조 및 제56

조를 준용한다.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

----------------------------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