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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에 맞는 화살표를 따라
               복지 혜택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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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참고 문헌: 만성콩팥 지침서, 만성콩팥병의 평가 및 분류, 대한신장학회 1:S2-S13,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만성콩팥병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 또는 조직검사에서 

콩팥이상을 보이는 소견이 3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검사 중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수치로 콩팥기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3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국가에서는 투석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만성신장병(진단코드 N18)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거나 투석과 관련
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신장이식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받은 당일 또는 이식관련 입원 
치료 받는 대상자

-  투석준비를 위해 동정맥루 수술 혹은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후 1회 이상 투석을 시행한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부분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단,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제외)

    예) 영수증에서 법정본인부담률 확인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병원에 따라 담당팀에서 EDI 접수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팩스, 우편, 방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병원에 따라 담당팀에서 EDI 접수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팩스, 우편, 방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제출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5년 뒤 갱신 필요)

 -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 확진일부터 5년
 -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 일 30일 이후 등록: 등록일부터 5년

만성콩팥병의 단계 해설
사구체 여과율 

(콩팥 기능) ml/min/1.73m2

정상/1단계 정상 또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 ≥ 90

2단계 경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60 - 89

3단계 중등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30 - 59

4단계 중증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15 - 29

5단계 말기신부전 ＜ 15

    만성콩팥병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만성콩팥병의 단계 필요한 치료

정상/1단계 •원인 질환의 진단 및 치료

2단계
•생활습관 개선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

3단계
•적절한 혈압/혈당 조절 등 기저질환관리
•만성콩팥병에 대한 교육 / 생활습관 개선

4단계
•빈혈과 고칼륨혈증 치료

•신대체 요법 준비
•생활습관 개선 유지

5단계
•신대체 요법 선택

•생활습관 개선 유지

    만성콩팥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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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장장애 등록04 신장장애 등록

(2022년 기준)

구분 지원내용

전국공통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감면
2. 철도요금 할인
3.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4. 연안여객선운임 할인
5. 전화요금 할인
6. 이동통신요금 할인
7.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8.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9. 국�공립 공연장 할인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1.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12.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13.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14. 공공체육시설 요금 할인
15.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6.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17. 건강보험료 경감
18. 장애아 보육료 지원
19. 언어발달지원
20. 발달재활서비스
2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한장애 전국공통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2.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4.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5. 전기요금 정액 감액
6. 지방세(차량취득세, 종전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7.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저소득층
(기초 및 차상위)

1. 장애인연금
2. 장애수당
3. 장애아동수당
4. 장애등록위한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말정산
1. 소득세 인적 공제
2. 장애인 의료비 공제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위 내용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장애정도 및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장애심사결과 통지 시 받는�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 신장을 이식받은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19세 미만 미성년자)과

 보호자

의료기관에서
구비서류 발급

주민등록 관할 
읍 · 면 · 동 행정 
복지센터에 제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3-4주 뒤 주민등록 
관할 읍 · 면 ·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개별통보
(복지카드 발급)

- 진단가능기관 : 장애진단지정기관 중 3개월 이상 투석치료 혹은 이식받은 기관

-  등급재조정 :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 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3회 재판정하는 동안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허용 자격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F-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단명(만성신장병),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기재

2  진료기록지 :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 3개월분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투석액 표기)이 필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 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 가능

* 신장이식을 받은 자는 신장이식수술 내용 기재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  개별준비 :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사진(3.5ⅹ4.5cm) 1장
(주민행정시스템 동의자의 경우 사진 제출할 필요 없으나, 필요 시 사진 제출)

(해당자에 한해)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혼인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난민인정증명서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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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의료비 부담이 많은 투석환자들에게 투석치료비와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연중 수시 접수 가능)

신장장애 등록 완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성신장병(N18)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식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정보 알림의 ‘민원서식’에서 
다운 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5 자동차보험계약서
 6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 준비 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진료비 :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
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 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3인실 입원료 제외)

-  만성신장병 요양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비용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 신청일”로 간주하며,

“지원 신청일”〓“지원 개시일”입니다. (지원 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환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원/월)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소
득
기
준

환자가구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부양 의무자 
기준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15,561,184

재
산
기
준

환자
가구

농어촌 142,965,813 180,815,396 207,710,820 234,369,209 260,367,338 285,762,705 310,901,928

중소
도시

157,965,813 195,815,396 222,710,820 249,369,209 275,367,338 300,762,705 325,901,928

대도시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5 385,901,928

부양
의무자
기준

농어촌 238,276,355 301,358,993 346,184,700 390,615,348 433,945,564 476,271,175 518,169,880

중소
도시

263,276,355 326,358,993 371,184,700 415,615,348 458,945,564 501,271,175 543,169,880

대도시 363,276,355 426,358,993 471,184,700 515,615,348 558,945,564 601,271,175 643,169,880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임.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8,654,180원)

※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인 경우 가구를 합산하지 않으며, 각각 산정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0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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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 :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별도로 선정된 질환에 한함.

2) 지원 기준 :
(1)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가입자 69,610 116,780 149,660 182,740 216,270

지역가입자 14,730 106,450 146,850 190,850 233,460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에서 합산

(2) 지원대상자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

(3)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 발생 시 지원

기준중위 소득 100%초과 
200%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 초과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 항목)

- 가구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그 외 소득 구간별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원신청 기준이 상이하므로 공단에 의료비 부담수준을 

확인 필요
※  개별심사제도: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 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

요한 환자를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를 합하여 최대 180일 이내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본인부담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차등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 소득 100%초과 200%이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지원 제외항목 :  특실 및 1인실 비용, 미용성형,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도수치료, 추나요법(급여 비적용 건), 증식치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입원 시부터 최종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지원 도우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개별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등

(※서류 준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0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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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07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투석을 시작하기 위해 동정맥루, 복막투석 도관 삽입수술을 받는 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② 재산 기준 

(단위: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24,100 15,200 13,000

③ 금융 기준 : 가구구성원의 금융재산이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600만원 이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 증권 등이 해당)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의료비

-  300만원 한도 내 입원 치료 진행 중 발생 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함.

-  단, 위기사유 미 해소 시 1회 연장 가능하며 동일 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경과 

시 재지원 가능함.

- 만성질환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됨.

(만성질환자는 예외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기초의료

급여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사보험에서 보장 될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지원 제외 항목 :  상급병실료,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

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 식대

② 생계비

-  원칙 1개월 지원, 2개월 범위 연장지원 가능 (단,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지원 가능)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편의에 따라 선택가능)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입원진료비내역서, 진단서, 재원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개별준비 : 통장거래내역서, 주거서류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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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기존의 법과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서울시 거주지 등록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및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

①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② 재산 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

③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의료비

- 지원횟수 : 1년에 1회 원칙

- 지원내용 :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 응급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지원

② 생계비

- 지원횟수 : 1년에 1회 원칙

- 지원내용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금액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세요.

0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입원진료비내역서, 진단서, 재원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개별준비 : 통장거래내역서, 주거서류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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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현행법 제도로는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받아도 실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만성신부전으로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 중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만성질환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만성질환자는 예외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경우 지원 가능)

①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90% 1,750,330 2,934,076 3,775,230 4,608,972 5,422,063 6,216,303 7,002,532

※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마다 873,558원씩 증가

② 재산 기준 : 시지역 3억 1,000만원 이하, 군지역 1억 9,400만원 이하

③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3개월간의 평균잔액)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항암치료비는 100만원이내 지원)

- 환자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본인기본 식대는 지원 가능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 지원 불가)

- 간병비 : 동일 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다른 상병 발생으로 의료비 지원 결정 시 간병비 지원 재신청 가능)

-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입원 및 수술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요양 · 재활병원등으로 치료 연장을 

위해 이송 되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발생한 요양 및 재활치료비를 의료비지원 금액한도 범위 내 

지원 가능
※ 10만원 미만(간병비 제외) 소액 의료비 지원 불가(항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소액 의료비 지원 제한 없음)

※ 이전에 동일 제도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질병 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시점 1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퇴원 전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퇴원일 포함, 30일 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  단, 퇴원 후 신청할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사후조사를 실시한 뒤에 지원하며, 타 지원과 중복지원 될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② 생계비

- 3개월 지원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지급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지원가능

※ 국가형 긴급지원 6개월 간 생계비를 받은 경우 경기도형은 3개월만 지원 가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입원진료비내역서,진단서, 재원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개별준비 : 통장거래내역, 주거서류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09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의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 외 각 시•도의 사업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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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국가로부터 생계비, 주거비나 의료비등을 지원받는 제도도 있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주거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투석 치료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지속적인 의료비와 생계비가 부담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부합되면 신청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 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원칙적으로 가구단위 보장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함)

- 선정 기준 :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18

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의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충족 
(1인 2,333,774원)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지원 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가구

- 선정 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2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에 적합한 가구)

3 부양의무자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재산기준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고재산(9억원)인 경우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지원내용 : 생계급여(소득대비 차등지급), 해산급여, 장제급여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97,241

~ 291,722
163,004

~ 489,013
209,735

~ 629,205
256,054
~768,162

301,226
~ 903,678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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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1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어떤 제도인가요?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예 : 3급+5급 또는 3급+6급)

※ 다만,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3급, 4급, 5급, 6급)

수급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총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2021년과 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중’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을 의미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장애인연금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  부부(2인)가구의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 20% 감액 

   ex)(307,500원)-(307,500원*20%) = 246,000원(1인기준)
(단위: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
~만 64세

만65세 
이상

만 18세
~만 64세

만 18세
~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87,500    387,500 307,500 80,000 387,50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77,500 70,000 307,50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327,500 40,000 307,500 20,000 40,000

2) 장애수당
(단위 : 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40,000 20,000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류 제출
및 신청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결과

통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지급
(매월 20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개별 준비 : 신분증(환자, 대리인), 통장사본(환자),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자격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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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12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감소되는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중 60세* 이전 국민연금법 기준 신장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

1)  만성신장병으로 응급투석을 포함한 최초 투석 및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치료를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대상자

2)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국민연금 지급연령에 따라 신청 기준이 상이함으로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등급,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평균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산정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1 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장해급여와는 목적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또, 기존의 장애가 악화 될 시,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에서 결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내 완료(평일기준,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은 심사처리 기간에 산입 되지 않음)

청구서 작성
및 접수

본부
심사

결과
통보

지급 결정 및
통지서 발급

연금수령
(매월25일)

국민연금
공단방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서식)

2 국민연금(신장 장애) 소견서(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서식)

3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초진시점 신청자 한하여)
※ 신장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등 혈액검사지) 및 투석 횟수를 확인

※ 심사 중 추가자료 보완 또는 재검사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개별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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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인가요?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세수ㆍ목욕ㆍ식사ㆍ세탁ㆍ배변처리ㆍ간호처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인지, 가사활동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00점 중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 점 이상 95 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 점 이상 75 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 점 이상 60 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 점 이상 51 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 점 미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시설 및 재가 장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급여내용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일반 : 20% 부담

- 40%감경대상자 : 12%부담

- 60%감경대상자 : 8%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 면제

재

가

급

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일반 : 15% 부담

- 40%감경대상자 : 9%부담

- 60%감경대상자 : 6%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 면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5 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잔존기능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훈련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급액 : 월 15만원, 기타재가급여와 중복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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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종일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

-  종일방문요양 :  가정에서 치매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며 연간 12회(6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The 건강보험」 앱

 
공단 직원
방문심사

서비스
제공

등급
판정

결과
통지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자

*등급판정 소요기간 :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장기요양의사소견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이며 갱신 신청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갱신신청

-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갱신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자의 심신 상태에 변화가 있어 현재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급 갱신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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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떤 제도인가요?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특화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이용 인원의 30% 이내에 유사중복사업 자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접수된 일자로부터 최소14일~20일

서비스
신청접수

주민등록 관할 제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심의 및
결정

시·군·구

최소14일-30일

서비스
제공

대상자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신청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노인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 내용, 제공기간, 제공주기 등이 결정됩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 분야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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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 활동지원사업15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장애인들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처치보조, 체위변경, 복약보조),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이동보조, 외출 동행, 의사소통서비스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정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의 및 평가

주민등록관할
시·군·구에서
결과통보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포함)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해당자 한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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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16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자체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연락처

구분  전화 홈페이지

서울  1588-4388 https://www.sisul.or.kr/

경기 1666-0420 https://ggsts.gg.go.kr/

강원 1577-2014 http://call.gwd.go.kr/

부산
051-466-8800
051-583-8000

http://www.duribal.co.kr/

대구  1577-6776  https://nadricall.dgsisul.or.kr/

인천  1577-0320  https://www.intis.or.kr/

광주  1668-2222  http://gjtsc.com/

대전 1588-1668 https://www.djcall.or.kr/

울산 052-292-8253  https://www.울산부르미.com:8019/

세종 1899-9042   http://nuricall.sctc.kr/

충북  -
지회별 담당행정 부서 및 위탁기관별 연락처가 상이하므로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등을 통하여 문의하세요.

 충남  1644-5588  http://www.16445588.or.kr/

전북  063-227-0002  http://www.0632270002.com/

전남  1899-1110  www.doumcall.kr/

경북  1899-7770  http://www.brmcall.co.kr/

경남  1566-4488 http://www.15664488.co.kr/

제주  1899-6884  http://www.jejuhappycall.com/

    어떤 제도인가요?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그 밖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운행을 통해 외출보조, 병원이용 등 각종 이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장애인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상자, 구비서류, 이용요금 

및 관외이동 등 지원 기준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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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명의료결정제도 17 연명의료결정제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1855-0075 )으로 문의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여 

존중 받는 임종과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연명의료 유보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    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 성 자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필요서류 작성자의 신분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의료진 작성)

신청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및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임종과정 환자 판단,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결정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 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에게 진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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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Memo



*본 책에 수록된 정보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msw.or.kr),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www.skn.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책자의 저작권은 SK케미칼에 있습니다.

공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김은경, 엄태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김준영, 손성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다영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이수지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2022년도 개정판

복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