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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에 수록된 정보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msw.or.kr),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 (www.ksn.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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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에 맞는 화살표를 따라

                       복지 혜택을 알아보세요”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 혜택01

※ 위 흐름도는 투석치료를 시작한 신장장애 2급 신청 대상자 기준임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대상자

투석치료를
위한 수술

기초생활수급자

투석치료 시작되면
산정특례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속적인
투석치료

투석시작 3개월 뒤
장애등록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비 지원제도

주민센터 :
저소득층 사회복지

지원제도

투석시작 3개월 뒤
장애등록 :

읍·면·동 주민센터

투석치료 시작되면
산정특례 등록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p5

p5

p6

p8

p15

p6 p17

의료비 지원 가능 확인 문의 및 신청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p19

p20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성콩팥병 진단을 
받았나요?

투석치료
시작했나요?

의료비 지원 가능 확인 문의 및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

           저소득층 사회복지
        지원제도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p8

p15

p17

p19

p20

*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건강보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제도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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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석치료를 시작하셨나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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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콩팥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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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만성콩팥 지침서, 만성콩팥병의 평가 및 분류, 대한신장학회 1:S2-S13, 2009

어떤 제도인가요?
-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기 위

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 또는 복막투석 실시 당일 외래 또는 해당시술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신장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는 대상자

- 투석준비를 위해 동정맥루 수술 후 1회 이상 투석을 시행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 20%였던 비율이 10%로 줄어듭니다.(단,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제외)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예) 영수증에서 법정본인부담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년 뒤 갱신 필요)

-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 : 확진일 부터 5년

- 확진 일 30일 이후 등록 : 등록일 부터 5년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 (팩스, 우편, 방문)
병원에 따라 담당팀에서 EDI 접수대행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됨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야 장애등록 및 투석치료비 지원(p.6-9 참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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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등록04 장애등급별 복지서비스를
살펴볼까요?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투석치료 시작일 기준 3개월 경과 : 신장장애 2급

- 신장이식수술 이후 : 신장장애 5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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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재조정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1개월에 1회 투석기록지로 만 3개월분)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 개별준비 :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사진(3.5×4.5cm) 1장

                   (주민행정시스템 동의자의 경우 사진 제출할 필요 없으나, 필요시 사진 제출)

장애인복지시책 중 장애등급별 복지서비스

주요내용
지원가능등급

문의 및 신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층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중증)   △

장애 수당 지급(경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문화바우처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사간병방문 관리사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제시)

의료급여 2종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제공기관에 신청

장애인고용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114)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소득 기준 충족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

(국번없이 132)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특허청(1544-8080)

상속세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면제      

소득공제 추가(인적/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

교통비(철도, 항공, 여객선, 도시철도, 고속도로)
요금감면 (장애등급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국•공립 문화시설 요금 감면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등록기관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지점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장애인 콜택시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대상자: 시 · 군 · 구청

- 3급 : 중증장애 3급도 포함됨    -  : 시각장애 4급 포함(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시행)    - △ : 중복장애 3급에 한함

*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의 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장애등급별 복지서비스 내용은 하반기에 개정 예정이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19세 미만 미성년자)과 

보호자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발급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3-4주 뒤
개별통보

(복지카드발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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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06

    2019년도 환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일람표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환자가구
일반기준
  120%↓

2,048,410 3,487,834 4,512,038 5,536,243 6,560,448 7,584,653 8,608,858

부양의무자
기준

일반기준
  200%↓

3,414,016 5,813,056 7,520,064 9,227,072 10,934,080 12,641,088 14,348,096

최고
재산액

농어촌 45,374,177 56,880,365 65,067,453 73,254,542 81,441,631 89,628,719 97,815,808

중소도시 50,374,177 61,880,365 70,067,453 78,254,542 86,441,631 94,628,719 102,815,808

대도시 70,374,177 81,880,365 90,067,453 98,254,542 106,441,631 114,628,719 122,815,808

환자
가구

최고
재산액

 300% ↓

농어촌 136,122,532 170,641,094 195,202,360 219,763,626 244,324,892 268,886,158 293,447,424

중소도시 151,122,532 185,641,094 210,202,360 234,763,626 259,324,892 283,886,158 308,447,424

대도시 211,122,532 245,641,094 270,202,360 294,763,626 319,324,892 343,886,158 368,447,424

부양
의무자
가구

일반
기준

 500%↓

농어촌 226,870,887 284,401,823 325,337,266 366,272,710 407,208,153 448,143,597 489,079,041

중소도시 251,870,887 309,401,823 350,337,266 391,272,710 432,208,153 473,143,597 514,079,041

대도시 351,870,887 409,401,823 450,337,266 491,272,710 532,208,153 573,143,597 614,079,04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06

어떤 제도인가요?
-  의료비 부담이 많은 투석환자들에게 투석치료비와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수시 접수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성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로 투석치료 진행 후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등 해당 서식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음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진단서,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소득·재산·금융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자동차보험계약서

                  (※신청서식은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사이버 자료실의 민원서식자료에서 

                   다운 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서류 준비 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분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는 지원 대상 제외)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비용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하며,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입니다.

-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정기 소득·재산 매 2년마다 실시 또는 수시재조사

(단위 : 원/월)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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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등록
완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의료비지원제도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07 의료비지원제도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07

어떤 제도인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를 합하여 최대 180일 까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급여의일부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등)+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50%}-(국가·지자체 지원금+민간보험금)

- 지원 제외항목: 특실 및 1인실 비용, 다빈치로봇수술,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임플란트 치과보철치료,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병비, 제증명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개별 준비: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제외),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등(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 공단 문의).

- 대리 신청: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기준

- 19.1.14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다만,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19.1.13 이전인 경우 시범사업(18.1~6월) 또는 2018년 본사업     

   (18.7월~)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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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 재산과세표준액 기준 재산합산액(주택, 건물, 토지 등)이 5억 4천만원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는 제외

입원시부터 최종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
의 다음날부터 180 일 이내 신청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세요.

 소득기준 및 의료비 부담 기준

-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5% 초과 시 지원

- 그 외 소득구간별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원신청 기준이 상이하므로 공단에 의료비 부담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의일부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등)+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2019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구간 가구원수 월 소득액
보험료(원 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 소득

50%이하

1인 880,000 29,400 6,460 31,450

2인 1,458,000 48,720 10,650 49,730

3인 1,894,000 63,280 21,900 64,040

4인 2,313,000 77,320 42,360 77,530

5인 이상 2,756,000 92,100 70,650 93,250

기준중위소득

50%초과

70%이하

1인 1,207,000 40,340 9,500 41,560

2인 2,049,000 68,480 28,210 69,290

3인 2,649,000 88,530 65,120 89,510

4인 3,258,000 108,880 99,220 109,980

5인 이상 3,859,000 128,990 125,120 130,170

기준중위소득

70%초과

85%이하

1인 1,513,000 50,560 12,310 50,820

2인 2,480,000 82,900 54,710 83,780

3인 3,219,000 107,600 97,350 108,880

4인 3,945,000 131,860 129,230 133,590

5인 이상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이하

1인 1,716,000 57,350 13,550 58,000

2인 2,922,000 97,660 82,350 98,830

3인 3,768,000 125,960 120,760 127,500

4인 4,641,000 155,120 156,960 157,500

5인 이상 5,482,000 183,230 191,320 186,220



의료비지원제도
3. 서울형 긴급지원사업09의료비지원제도

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08

어떤 제도인가요?
-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 거주지 등록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서울시민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 재산 기준 : 24,200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구성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병원 응급진료비, 의약품, 수술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지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재산관련서류(통장사본, 전월세 임대계약서 등)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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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투석을 시작하기 위해 동정맥류, 복막관류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8,800 11,800 10,100

     금융재산 : 가구 구성원의 금융재산이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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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함.

    단, 위기사유 미해소시 1회 연장 가능하며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적용됨.

   (건강보험 : 1년간 101만원, 의료급여 1종 : 매 30일간 5만원, 의료급여 2종 : 1년간 8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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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편의에 따라 선택가능)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 발급 :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재원)확인서

- 개별 준비 : 재산관련서류(통장사본), 주거서류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위 : 원/월)

(단위 : 원)

(단위 : 만원)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병원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국번없이 129번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국번없이 129번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

의료비지원제도
4. 경기형 긴급복지사업(무한돌봄) 1110

어떤 제도인가요?
- 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소득자의 사망/가출/군입대, 중한질병 또는 부상, 학대, 유기, 폭력피해, 이혼, 

   실직, 사업실패, 화재, 자연재해 등)에 처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려운 

   위기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53,504원 씩 증가(8인가구 : 8,027,522원)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대도시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오산, 구리, 의왕, 하남, 과천

   - 중소도시 :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6개월간의 평균잔액)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지원 불가)

- 항암 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지원

- 간병비 : 중한질병으로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

                (연 1회,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간병비만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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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부합 되면 신청을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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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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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기준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을 통해 급여종류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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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중증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함)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853,504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1인 2,048,410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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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단위 : 원/월)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사업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병원 사회사업팀에 문의 하세요.

“국가로부터 생계비, 주거비나 의료비등을 지원받는 제도도 있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서울시 거주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 거주자로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가구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1인 734,013원)

                     재산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1인 4,613,536원/재산 6억 이하)

                     혜택:생계급여(소득대비 차등 지원), 장제급여(1가구당 75만원),해산급여(1가구당 60만원)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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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생계비, 주거비나 의료비등을 지원받는 제도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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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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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총 금액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2019년 3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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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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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 18세~만 64세)를 30만원으로 인상지급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
~만 64세

만 65세
이상

만 18세
~만 64세

만 18세
~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0,000 330.000 300,000 80,000 330,000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3,750 70,000 253,75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273,750 40,000 253,750 20,000 40,000

※2019년 4월~12월, 2020년 1월~ 급여액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12

(단위 : 원)



[장애수당]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40,000 40,000 20,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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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12

(단위 : 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심사 및 
결과통보

신청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지급
(매월 20일)

13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 국민연금 가입 중 * 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가입기간 중 60세 이전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증)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치료를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거나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로 국민연금법 기준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

어떤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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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
   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평일 기준 21일 이내)

-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접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내 완료(평일기준, 자료 보완 및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은 심사 처리 

    기간에 산입 되지 않음.)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공단
방문

본부
심사

결과
통보

지급 결정 및 
통지서 발급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세요.

장애인 등록증의 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1-6급)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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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공단방문,우편,팩스,인터넷

공단 직원
방문 심사

서비스
제공

등급
판정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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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혼자서 세수ㆍ목욕ㆍ

   식사ㆍ세탁ㆍ배변처리ㆍ간호처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인지, 가사활동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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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100 점 중 95 점 이상)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75 점 이상-95 점 미만)

- 휠체어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 유지 못함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타인의 완전한 도움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 점 이상-75 점 미만)

-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등에서 타인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 점 이상-60 점 미만)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타인의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 점 이상-51 점 미만)

- 인지기능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점 미만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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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갱신신청

-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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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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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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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더라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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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는 경우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하는 급성기 질환자에 해당
하므로 치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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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내용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일반대상자 20%

40%감경대상자* 12%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

권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재
가
급
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일반대상자 15%

40%감경대상자* 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 (기존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

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방문 후 목욕을 제공

*감경대상자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적용.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0%초과 25%이하인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월 15 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필요한 복지용구(18개 품목)를 대여하거나 구입, 

연160 만원이내 (초과금액은 전액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ㆍ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 (지급액 : 월 15 만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 중 스트레스,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전문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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