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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중증 간질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간염(B형, C형)

- 간경변증(Child Pugh A, B, C)

- 간암

- 간이식

※이 책자에 소개된 제도들은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 기관 . 부서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3.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4. 노인장기요양보험 - www.longtermcare.or.kr

5. 대한간학회 - www.kasl.org

6. 국가암정보센터 - www.cancer.go.kr

참고자료 및 사이트

*세부항목(제도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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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검진사업01

어떤 제도인가요?

-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에 따라 무료 혹은 10%를 본인이 검진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본검진 이외에 추가 검사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장암, 자궁암 검진은 무료입니다.(2018년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암 검진항목 및 검진대상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기본검사 대장내시경으로 변경(2019년7월부터 2년간 2-3개 시군선정 시범사업)

*** 폐암무료검진사업 2019년 7월 부터 무료검진 시행

국가 암 검진사업

암 종류 검진대상 기본검사 검진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여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여 분변잠혈검사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유방촬영술 2년

자궁 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만54세~74세의 남.여 고위험군

(30년 이상 흡연력 있는 8,000여명)
저선량 흉부 CT 2년

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  무료검진 대상자

    1.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

     2.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경우

     (예: 2019년의 경우,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94,000원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93,000원 이하)

- 무료검진 대상자를 제외한 암 검진 대상자는 10% 부담 (단, 대장암, 자궁암 검진 무료)

- 기본 검진 이외의 추가 검사는 개인 부담

어떻게 이용하나요?

1.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간암검진대상자 별도확인*)

2.  주소지 오류 또는 분실로 인하여 건강검진표를 받지 못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간염 검사 기준

B형간염 검사 대상 :  만 40세(1979년 출생) 

- 2001년 이후 연도별 건강검진 결과 전체 

  •  B형 간염 보유자(항원 양성자) 또는 면역자(항체 양성자) 판정 자료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간염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암검진 비급여 항목 일부(예: 위 내시경 검진 시 수면비, 분변잠혈검사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  

검진 시 수면비, 유방암 유소견자는 유방초음파 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 에 

 의한 만성 간질환을 개별적으로  

  병의원에서 진단받은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별도로 등록 하면 다음 해

  부터 간암 검진 대상자로 안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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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환자실 이용,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도 포함)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월)

2. 재산기준

금융재산 :  가구 구성원의 금융재산이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500만 원 이하(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 증권 등이 해당)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입원진료비내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 개별준비 :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거주확인서류(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등)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사보험가입증서(약관)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 지원 (단, 1회 원칙이나 , 1회 지원 후 위기상황 계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된 진료과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  

지원이 종료됨)

- 지원제외 항목 :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료, 의료기구 구입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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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단위 : 천 원) 188,000 118,000 101,000

(2019년 기준, 단위 : 원/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또는 또는

의료비 지원사업 (입원/진료비)0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  1년간(2019.1.1-12.31) 환자가 지출한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81~58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사전급여

-   동일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급여본인부담액이 상한액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지불

2.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총 급여본인부담액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에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병원입원일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사전급여(입원) :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자동 계산 반영 (별도 신청 불필요)

2. 사후급여(외래) :                                      환자 주소지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서 발송

                                                                     30일 이내,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  미 신청자 중,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자동 환급 

건강보험료 지로 납부자는 환급 보류되므로, 30일 이후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인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19년)

구분 소득분위 월평균 직장보험료 월평균 지역보험료
상한액 기준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단계 1분 위 44,000원 이하 9,710원 이하 81만원 125만원

2단계 2, 3분 위 56,000원 이하 20,570원 이하 101만원 157만원

3단계 4, 5분 위 77,700원 이하 55,140원 이하 152만원 211만원

4단계 6, 7분 위 115,770원 이하 112,230원 이하 280만원

5단계 8분 위 149,160원 이하 151,860원 이하 350만원

6단계 9분 위 204,520원 이하 212,820원이하 430만원

7단계  10분 위 204,520원 초과 212,820원 초과 58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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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사업 (입원/진료비)0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 간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발생한 진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5~10%만 부담(단,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은 100% 본인부담)
 

본인부담률 20~60% / 공단부담률 80~40%

[암환자, 간암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본인부담률 5% / 공단부담률 95%

[간경화로 인한 간이식환자] 본인부담률 10% / 공단부담률 9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5년 마다 재신청 통한 갱신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계산서 항목

급 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5~10% 90~95% 100% 본인부담

일 반 환 자

중 증 환 자  

담당 주치의가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 서명

건강보험대상자 :

- 병원에 신청서 접수 대행 요청
-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수급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제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문자나 메
일로 승인통보(약 4주 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 모든 질환

  <외래> 4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①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② 재산 ③ 보험 ④ 의료비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액 기준) 

  실손형 . 보장형 등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기준에 다소 못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표]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금액 (2019.1.14.이후)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원단위절상) 의료비

부담수준 ①
의료비

부담수준 ②
의료비

부담수준 ③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00,000 40,000,000

50% 이하

1인 880,000 29,400 6,460 31,450

1,800,000 2,000,000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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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초과
70% 이하

1인 1,207,000 40,340 9,500 41,560 1,800,000 2,100,000 40,000,000

2인 2,049,000 68,480 28,210 69,290

3,100,000 3,600,000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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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초과
85% 이하

1인 1,513,000 50,560 12,310 50,820 2,300,000 2,700,000 40,000,000

2인 2,480,000 82,900 54,710 83,780

3,800,000   4,400,000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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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득

재 산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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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사업 (입원/진료비)0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 의료비 부담수준

   ① 개별심사유형 2 (의료비 기준 미충족 가구 심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 지사결정 구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 구간 : 100% 초과 200% 이하 

   ③ 개별심사 유형 4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원단위절상) 의료비

부담수준 ①
의료비

부담수준 ②
의료비

부담수준 ③직장 지역 혼합

 85% 
초과

100% 
이하

1인 1,716,000 57,350 13,550 58,000 2,600,000 3,000,000 40,000,000

2인 2,922,000 97,660 82,350 98,830

4,500,000 5,200,000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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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초과
125% 
이하

1인 2,138,000 71,440 32,190 72,230 5,100,000 40,000,000

2인 3,635,000 121,490 115,260 122,920

8,700,000 40,000,000

3인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4인 5,756,000 192,410 202,870 195,360

5인 
이상

6,910,000 230,970 251,320 236,180

125% 
초과
150% 
이하

1인 2,581,000 86,250 61,410 87,100 6,100,000 40,000,000

2인 4,381,000 146,450 147,120 148,580

10,500,000 40,000,000

3인 5,662,000 189,270 198,800 192,410

4인 7,066,000 236,180 257,410 241,850

5인 
이상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150% 
초과
175% 
이하

1인 3,089,000 103,240 90,730 104,170 7,400,000 40,000,000

2인 5,141,000 171,840 177,380 174,580

12,300,000 43,100,000

3인 6,643,000 222,060 239,780 226,370

4인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5인 
이상

9,754,000 326,040 355,820 347,920

175% 
초과

200% 
이하

1인 3,430,000 114,660 105,790 116,000 8,200,000 40,000,000

2인 5,845,000 195,360 206,900 198,810

14,000,000 49,000,000

3인 7,651,000 255,730 279,090 272,720

4인 9,276,000 310,060 336,810 326,040

5인 
이상

11,334,000 378,860 413,870 410,370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진료비를 합하여 180일까지

2.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재신청 가능 ]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는 급여 법정본인부담금] 적용 상한선 :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원)

     다만, 본인부담상한금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금액을 적용상한선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방법

- 퇴원/ 최종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입원중 신청 가능한 대상은 모든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구비 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본인 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 

항목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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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암 검진사업 활성화를 통해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5대 암 환자(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  
보험료 부과기준(2019년기준,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에 해당되는 대상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① 급여항목 :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입원 및 진찰비용, 식대, 주사, 검사 및 치료비용 포함)
② 비급여 항목 :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금 포함)

2. 국가 조기암 검진 대상자

본인일부부담금(급여항목)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가능합니다.

※ 장애,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였지만 암을 진단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 진단서 (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진단코드 기재)

• 진료비 (병원비) 영수증

• 의료비 입금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재난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해 혜택 받은 의료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형 긴급지원제도

구 비 서 류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의료비 지원사업 (입원/진료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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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 유기 ,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및 화재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 24,200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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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서류 :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재산관련서류 (통장사본, 주거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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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이내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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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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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03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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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부양의무자를 통한 부양이 불가하고, 소득 인정액이 제공 급여 별로 아래의 기준 이하인 가구

- 혜택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 맞춤형 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취약한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가구

- 혜택 :  공과금(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등) 할인, 주택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우선권 부여, 

양곡 할인지원, 문화공연 할인 등

종류 기준 추가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의료비 경감

차상위자활근로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일자리 지원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교육비 지원

차상위장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1~6급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2019년 기준, 단위 : 원/월)

어떤 사업인가요?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후원기관마다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가 상이하여 의료비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단체 및 기관명 지원내용 연락처 웹사이트

김남호복지재단 수술비 200만 원 한도 02-773-577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사업, 같이가치 with kakao 등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지원

02-6262-3000 www.chest.or.kr

아산사회복지재단
긴급 치료비 1인당 1,000만 원 이내

02-3010-8285 www.asanfoundation.or.kr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만 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간병비, 진단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

02-2078-7054 www.helpchild.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 02-2077-3961 www.kids119.or.kr

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환자 긴급의료비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02-2090-2887 www.komaf12.org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수술비 및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이내 02-774-3488 www.obos.or.kr

행복한재단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 02-784-9936 www.hplus.or.kr

KT&G 복지재단
캥커루 의료비지원 사업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20세 이상)의 치료비, 수술비

02-563-4459 www.ktngwelfare.org

상기 해당 기관과 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의료비 지원사업 (입원/진료비)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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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기준 중위소득의 52% 887,644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소득의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2019년 기준, 단위 : 원/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지원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85,350~
256,051

145,326~
435,979

188,002~
564,005

230,677~
692,031

 273,352~
820,056

316,027~
948,082

해산비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

장제비 75만 원

(2019년 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단위 : 원 /월)

대상자가구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부양
의무자가구

4,613,536  5,813,056 6,666,560 7,520,064 8,373,568 9,227,072

재산기준

대상자가구
가구당 재산액 : 1억 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부양
의무자가구

6억원 이하

 (2019년 기준, 단위 : 원/월)

- 혜택 : 생계비(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해산비, 장제비 지급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 대상 :  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소득자의 사망/가출/군입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학대, 유기, 폭력피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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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②  재산(시가표준액 기준) : 대도시 1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 이하
                 -  대도시(16시)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오산, 구리, 의왕, 하남, 과천

                 -  중소도시(15시군) :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③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혜택 : 생계비, 의료비(간병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사례관리 등 지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2019년 기준, 단위 : 원/월)

급여내용 지원내용

생계비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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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의료비 1회 500만 원 이내 (간병비-중한질병, 최대 200만원)

주거비
(단위 : 원/월)

지역 가구 구성원 수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53,800 422,900 557,400

보증금 가구별 5백만 원 한도

교육비
(단위 :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000 340,000
417,000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연료비 월 9만2천원(10월~3월)

해산비 100만 원

장제비 100만 원

사례관리 지원 연 1회 최대 1,000,000원 이내 물품(서비스)

(2019년 기준)

참고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울시복지포털 www.welfare.seoul.go.kr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www.gg.go.kr/gg_care

참고사항
저소득층 생계지원제도는 시·군·구별로 별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생계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03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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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장애 및 일상생활 지원04

어떤 제도인가요? 

-  Child-Pugh(간기능평가) B~C 로 진행된 간경변증, 간세포암 치료, 간이식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판정시기에 맞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 등록

대분류 중분류 장애범주 후유장애 판정시기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원인 질환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지체절단/척추고정술/안구적출/

청력기관결손/후두전적출술

등은 바로 가능

*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 후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최초 진단 후 1년

지속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최초 진단 후 1년 경과,
최근 2개월 이상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또는
심장/폐/간 이식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
투석치료가 3개월을 경과한 후

신장 이식수술 직후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복원수술 불가능 시 수술 직후
복원수술 가능 시 수술 1년 후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최초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70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선천성 지적장애 등은 바로 가능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정신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장애등록 신청       ➞      진단의뢰        ➞      서류접수       ➞      심의결과 통보       ➞      복지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등록신청

의료기관 방문 진단서 및 
관련 구비서류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제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장애등록
서비스 이용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필요시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 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며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간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간 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1호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3급 2호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2. 진료기록의 확인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4. 장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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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신청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등록 복지정보 

주요내용
지원가능등급

문의 및 신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장구(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구입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 아동 전문 교육기관 이용       관할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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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특허청 (1544-8080)

상속세 인적 공제      
관할 세무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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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차량등록기관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또는 방송수신기 보급       KBS/한국전파진흥원 (1899-5599)

통신비(인터넷, 이동통신, 전화) 할인       해당 통신회사

교통비(철도, 항공, 여객선, 도시철도, 고속도로) 할인   
복지카드 제시

입장료(국.공립 문화시설) 할인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등록기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관할 도시가스 지점

장애인 콜택시   관할 교통약자지원센터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중증)   △

장애 수당 지급(경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 아동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문화바우처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가사간병방문 관리사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2종       복지카드 제시

19년 장애인 등급에 따른 혜택이 맞춤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표에 제시된 혜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상병 코드 중 

   E 가 들어가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지원 (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의료기관 원무팀에 방문신청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 (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17.8.9일 이후 장애 수당을 신청
  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임,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매월 4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2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기관 원무팀 방문신청(장애인복지카드 제출)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지원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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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중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고시금

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등록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

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18.4월~8월 : 209,960원 / 2018.9월~2019.3월 : 250,000원 / 

2019,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253,750원의 기초급

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164,840원을 지급합니다. 

(2018년 4월~2018년 8월)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장애연금 수급액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 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급
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법 기준의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

 -  악성신생물의 경우 초진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장애정도가 1급 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고 : 국민연금의 장여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   

    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규정한 장애급수(1-4급)를 판정받으면 연금 또는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국민연금공단과 유선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문의

②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방문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장애 등급 지급형태 급여수준

1 급

연금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일시금 기본연금액 225%

국민연금공단
 유선 상담

(구비서류 준비) 국민연금공단
방문

본부 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결과통보 

(21일 소요)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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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위생관리, 식사, 착탈의, 이동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치매등)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사항

병원이 아닌, 가정 또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퇴원 직전이나  

퇴원 후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내용 지원내용 지원금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관 가정

입소 생활비 지원

     시설이용료 지원

     - 건강보험 :  80%
     - 차 상 위 :  90%
     - 의료급여 : 100%

재가
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하루 3~4시간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병 제공

     급여비용 지원

     - 건강보험 :   85%
     - 차 상 위 : 92.5%
     - 의료급여 : 100%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가지고

가정으로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상담 등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6~12시간) 요양기관에서 보호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15일 이내)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복지용구 구입비 및 대여비 지원 (연 160만 원 한도)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월 150,000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장기요양인정신
청서, 의사소견서 구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와

서비스 필요 여부를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평가

1~5등급 확정 시,서
비스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간에 대한 일반 상식 
http://www.kasl.org/general/sense

간 건강백서 
http://www.kasl.org/general/liver_health

간질환 종류 별 상세정보
http://www.kasl.org/general/disease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05

전문가가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간 건강을 지키세요.

대한간학회 간 건강 정보

 

6개월마다 정기검진으로건강한 간을 지키세요!!

간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

- 불필요한 약은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으니 복용을 삼가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심각한 간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절제합니다.
- 영양분이 고른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싱겁게 먹습니다.
- 적당한 운동은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 및 일상생활 지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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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암 예방을 위하여 한잔의 음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는 간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는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음주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UDIT-K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질문에 나오는 1잔이란 술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1잔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맥주의 경우 맥주잔 1잔, 소주의 경우 소주잔 1잔, 양주의 경우 양주잔 1잔 등 각 술의 일반적인  

술잔에서의 1잔을 뜻 합니다.

질 문 0점 1점 2점 3점 4점

1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전혀  

안 마심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2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3
한번에 소주 한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4
지난 일 년간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5
지난 일 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6
지난 일 년간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신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7
지난 일 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8
지난 일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지난 1년간
있었다.

10
친척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지난 1년간
있었다.

점 수 누 계

결 
과

     (                                      )점 □ 정상음주군   □ 위험음주군   □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

위험음주 자가검진

자가검진 결과

분류 남성 여성

정상음주군 0 ~ 9 0 ~ 5

위험음주군 10 ~ 19 6 ~ 9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 20 ~ 40 10 ~ 40

 
성별에 따라 적정 음주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신체에 있는 알코올분해효소의 양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 20점 이상, 여 10점 이상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단계 입니다

- 음주량과 음주횟수 조절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 술을 마셔야 기분도 좋고 일도 잘되고 관계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술을 줄이는 단계가 아니라 끊어야 합니다.

● 신체질환이 있습니까?

● 사회적 역할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직장, 가정, 지역사회에서 술로 인한 사회적 법적 문제 유발(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

●  전문 병 ● 의원이나 알코올상담센터 혹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신체에 질병이 생기면 치료 받아야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알코올 사용장애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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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제공 서비스

호스피스 완화의료

BA C

다양한 프로그램

음악요법, 미술요법, 
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도움을 
받아 삶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증상 조절

메쓰꺼움, 구토, 
수면장애, 식욕부진, 

숨 가쁨, 변비 등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통증 조절

일반 의료기관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통증이
더 잘 조절됩니다.
(출처: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현
황)

사별 돌봄

임종 후 남겨진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종 돌봄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을 

함께하는 임종이 더 
뜻깊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01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

1.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환자의 상태와 주요 거주지,
     간병이나 비용 등 환자와 가족의 
     희망이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합니다.

02
전원을 위한 서류준비(타 기관 이용시)

1.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의료서

      - 의무 기록 사본 : 최근 검사 자료

      (혈액검사 결과,CT나 MRI 등) 

     현재 처방받고 있는 약에 대한 

      의사 오더지

      - 필름(CD)복사 : 최근 검사한

      영상검사인 CT나 MRI 등

03
호스피스 전문기관 방문

1. 입원을 원할 경우
     - 호스피스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2. 외래 통원 치료나 가정간호를 
     원할 경우
    - 가능하면 환자가 직접 내원
     하여 호스피스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05 연명의료결정제도06

연명의료 결정제도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체외생명유지,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

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

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확인

등록기관: 등록 의료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확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법제2조제2호)

말기환자
(법제2조제3호 및 규칙 제2조))

상    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

에 임박한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대상질병 질병제한 없음
질병제한 없음

(2019.03.29 개정)

확    인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시 담당의사 1인이 진단)

기    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판단서

(별지제 9호서식)
의무기록(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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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대한간학회  http://www.kasl.org

전문의료진이 제공하는 간 건강 수칙, 간질환 환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http://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에서는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정보로 이해
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인  http:/hi.nhis.or.kr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정보 사이트로, 건강검진, 관리, 정보,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  http://www.blutouch.net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음주문제 이외에도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별 
정신건강검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http://www.nmhc.or.kr

각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중독문제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센터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간사랑동우회  http://www.liverkorea.org

간질환 환자들이 겪는 건강 및 취업 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환우 모임입니다.

A.A모임(Alcoholics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의 모임)  http://www.aakorea.org

음주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에 이르기 위하여 12단계를 기초로 하여 알코올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토의하는 자조모임 입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sw.or.kr

의료법에 근거하여,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는 1인 이상의 사회 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치료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진에게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별 의료사회사업 병원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내보험 다보여  http://ins.credit4u.or.kr/showAll/main.do

개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 확인 및 실손보험 등 보험 청구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이트·기관

30 312019 간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