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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구,원)

저소득층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

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목적(의료급여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

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023년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1인 2인 3인 4인 5인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의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기준

급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선택됨)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복지 국민연금안내새창 국민건강보험새창

 >  >  > 분야별정보 복지/보건 사회복지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field_info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ociet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ociety/lower_incom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ociety/basic_lif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ociety/emergenc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ociety/lower_incom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ociety/mom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ociety/baby
https://www.nps.or.kr/
https://www.nhis.or.kr/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급여절차 : 3단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 3차의료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

여 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본인부담금

수급권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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