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강 보 험

카 드 뉴 스

건 강 보 험 홍 보 자 료

그림으로 보는 보장성 강화대책

2020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제1형 당뇨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
험 적용(’20.1월)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부담경감 및 저소득층 위기 지원 확대
등의 과제는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 중증치매(’17.10월, 20~60%→10%)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경감(‘17.11월, ’18.7월, 50%→30%)
노인 외래정액제개선(’18.1월)
아동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7.10월, 10~20%→5%),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17.10월, 30~60%→10%),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19.1월,
21~42%→5~20%)
여성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
)
적용(’17.10월, 30%)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욕창예방방석이동식리프트
(
) 급여대상 확

대(’18.7월)

· (대상) 제1형 당뇨환자
· (품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요양비 지원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 구입: 실구입액의
70%지원
-기준금액 초과 구입: 기준금액의
70% 지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210,000/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개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혜택 확대(’20.1월)

· (대상)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이하 저체중아
· (적용기간) 36개월→ 60개월까지 연장
· (혜택) 본인부담률 5~10%→5%로 경감

저소득층 소득하위50%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연소득
(

10%수준, ’18.1월) 및 전체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법률제정
(
, ’18.7월)

국민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치료에 필
요한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비폐지(‘18.1월)
상급병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건강보험적용(‘18.7월)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9.7월)

희귀질환 91개 산정특례 추가적용 의료
비 경감 혜택 확대(’20.1월)

· (기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926개
· (확대) 91개 추가지정, 1,014개로 확대
· (혜택) 희귀질환 지정 환자는 본인부
담률이 입원은 20%→10%, 외래는
30~60%→10%로 경감
※Cowden 증후군 등 3개 극희귀질환 제외

MR I·초음파 간 초음파(‘18.4월), 신장 초음파(‘19.2월)

뇌·뇌혈관검사MRI(‘18.10월), 눈·안면검사MRI‘19.5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19.9월),
흉부·복부 MRI(‘19.11월) 건강보험적용 확대
의학적비급여 3,600개 비급여 중 700여개 급여화 완료

의약품은 기준 비급여 급여 전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제도 개선

적용병상(5,984병상, ‘20.3월말 기준) 확대
치과 ·한방 12세 이하 충치치료광
( 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19.1월)
구순 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19.3월)
추나 요법 건강보험 적용(‘19.4월)

부인과초음파건강보험적용(’20.2월)

· (대상) 의사의 판단하에 자궁·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으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혜택) 환자 평균 부담이 1/2~1/4
수준까지 경감
- 기존 : 평균 4만 7400원(의원) ~
13만 7600원(상급종합)
- 개선 : 2만5600원 ~ 5만 1500원(일반 초음파 외래기준),
1만 2800원 ~ 2만 5700원(제한적 초음파 외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