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8. 9. 28.>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④ 청구일수:

일

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 ] 혈당측정검사지 원 당뇨와건강 커뮤니케이션

[ ] 채혈침 원 당뇨와건강 커뮤니케이션

[ ] 인슐린주사기 원

[ ] 인슐린주사바늘 원 당뇨와건강 커뮤니케이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원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원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⑥ 수령 계좌

가입자또는피부양자계좌 [ ]

의료기기판매업소계좌 [ ]

진료받은사람본인의요양비등수급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 ㎜× 210 ㎜[백상지 80g/㎡]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보험급여 검토 중 품목으로 급여시행 시 별도 공지 예정



당뇨와건강 대리청구 방법

보내주실 서류: 소모성재료 처방전 원본, 요양비 지급청구서( 대리청구A-10%결제의 경우 서명란에 사인만, 대리청구B-수령계좌 기입, 서명)

주의) 공단에 환장등록 안 하신 분은 환장등록신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함께 보내주세요.

대리청구A: 물품 10%결제로 주문 > 서류 등기로 발송 > 서류 확인 후 입금확인 > 물품발송 > 서류 공단에 접수

대리청구B: 물품 본인 부담으로 주문 > 서류 등기로 발송 > 물품 발송 > 서류 확인 후 공단에 접수 > 공단에서 90% 환급

보내는 곳: (04043)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9, 704호 소모성재료 접수처 앞



지원금액

상기 그림에서 기준금액 기준으로 처방전 일수를 곱하여 지원금액내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1) 19세 이상 1일 2회 투여시 1,800 x 처방일수 = 구입 가능액

예2) 임신 중 인슐린 투여시 2,500 x 처방일수 = 구입 가능액

1형은 보통 최대 180일까지 처방 가능하며, 기타는 90일까지 처방해 줍니다.



당뇨와건강 공식몰 구입방법

1. 공식몰 당건몰에 접속한다.(www.danggunmall.com)

2. 대리청구 유형을 소모성재료 옵션(그림 A부분)을 선택한다.

3. 그림 B의 바로 구매를 클릭( 하단의 네이버페이 결재시에는 직접 영수증을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그림 C에서 대리청구A(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구입)는 무통장입금, 대리청구B는 핸드폰을 제외한 모든 결제 가능(단, 휴대폰 결제는 영수증 발급이

복잡하고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 그림 A부분의 소모성재료 직접청구는 택배 발송시 관련 서류를 동봉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danggunmall.com


자주하는 질문

Q. 여러곳에서 구매해서 신청해도 가능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Q. 당뇨와건강에서 구매가 가능한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식쇼핑몰 당건몰(클릭) 에서 신청하시고 옵션에서 대리청구 A,B, 직접청구 등을 선택하시면 대리접수 또는 서류를 물품 택배에 함께

넣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구매부터 하고 병원가서 처방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처방전 발급 후 구매를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인터넷에서 구매해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인터넷 구매가 더 저렴하고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Q. 당뇨와건강 대리청구A는 10%만 입금하면 구매 가능한 것인가요?

A. 네. 지원 가능한 물품액을 합산해서 10%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우측 하단 상담하기를 통해 최종 입금액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확실합니다. (단,

알콜솜, 혈당측정기 같이 미지원 품목은 별도 계산)

예) 2형 당뇨환자 인슐린 3회 이상 투여 – 1일 2500원, 90일 처방일 경우 최대 지원금은 225,000원입니다. 이 경우 만약 300,000원 구매시 지원금액은 225,

000원에 해당하는 90%입니다. 대리청구A로 구매시 초과분 75,000원+본인부담금22,500원= 97,500원이 전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Q. 1월 1일 30일 처방전을 받고 1월 5일 구매를 하고 1월 10일 공단에 접수했다면 다음 청구 가능일자는 언제 가능한가요?

A. 구매일 기준입니다. 공단 접수는 구매일 기준 3년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당뇨와건강 대리청구는 매주 화, 목 2회 공단에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청구시 작성법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소모성 재료 청구 일수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하고,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보통예금,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기업자유예금,가계당좌예금〉

⑦ :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

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