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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5일부터�새롭게�개정된 ‘제 18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결정’에�따라 
청각장애(2~6급) 복지카드를�보유하고�계신�분들께�보청기�구입�시, 5년에 1회�보청기�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지원받으실�수�있는�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제품�구입�시에만�가능 
※ 보청기�보험�급여�제품은 1년�단위로�변경될�수�있습니다.
※ 포낙보청기�보험�급여�제품은 6~7p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청각장애 2~6급�판정을�받은
복지카드�소지자는
편측 (1대) 지원

2급.  양측�난청이�각각 90 dB 이상인�사람 
3급.  양측�난청이�각각 80 dB 이상인�사람

4급-1호.  양측�난청이�각각 70 dB 이상인�사람 
4급-2호.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사람 
5급.  양측�난청이�각각 60 dB 이상인�사람 
6급.  편측�난청이 80 dB 이상인�사람,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인�사람 

아래�조건을�모두�충족해야�함.
가. 15세�이하의�청각장애인
나. 양측 80 dB 미만의�난청�환자 
다. 양측�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 양측�순음청력역치�차이가 15 dB 이하
마. 양측�어음명료도�차이가 20% 이하 경증

중증

기준을�충족하는 15세�이하의 
유소아�복지카드�소지자는
양측 (2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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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용�보청기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청기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ª

보장구�지원�혜택은�총 5년간�진행되며, 최대�지원�가능한�금액은 131만원입니다.
초기�적합�관리비(최대 111만원)는�구입�시에�지원되나, 후기�적합�관리비(20만원)는�보청기�구매�후 2년�차부터 
4회에�걸쳐�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  차상위�계층�및�기초생활�수급자는�개인부담금이�없습니다. 

청각장애�복지카드가�없을�경우, 아래�절차에�따라�제출�서류를�준비하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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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ak Trial 

어디서

무엇을

소요�기간

°� ���±²�³´ ¡���µ�¶· �̈�� �̧�¹�º�»· «��¼¤½¾�¿�

대상 국가�지원금

주민센터

진단의뢰서�발급 장애등급�심사�후,
청각장애증명서�및

복지카드�발급

청각장애�등급�판정�검사
(뒷페이지�참조)

서류�제출

              ●  청각장애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증명사진 2매

이비인후과 주민센터 주민센터

당일 약 1개월 등급�심사 (1개월) 복지카드�발급 (1개월)

개인�부담금 국가�지원금 개인�부담금

99만 9천원 11만 1천원 4만 5천원 5천원

111만 - 5만원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À�º�Á��ÂÃ�ÄÅ�
�Æ�̄ ��Ç��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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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일반     보조기기�처방전�발급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
보조기기�처방전�발급�후�주민센터�제출
(적합통지서�발급)

보조기기�검수확인서�발급
(보청기�착용 31일�이후�발급�가능)

보청기�구입�후�세금계산서�혹은�영수증�발급
급여비�지급청구서, 보청기�구매�표준계약서�발급

구매 1년�후부터, 연 1회 4년간�비용�청구
(보청기�센터에서�적합관리�후�청구�가능)

급여�비용�청구를�위한�서류�제출

●  복지카드�또는
●  청각장애�증명서 (A4)

●  보조기기�처방전�또는
●  적합통지서

●  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
●  보조기기�처방전
●  급여비�지급청구서

●  복지카드
●  보조기기�처방전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급여비�지급청구서
●  보청기�구매�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
●  바코드�부착사진
●  통장�사본 

●  보청기�적합관리�급여�청구서
●  보청기�적합관리�확인서
●  통장�사본 

보청기센터
또는

이비인후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비인후과

급여비
청구

사후적합비
청구

°� ÐÑ� ÒÓÔ ¤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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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①

②

③

④

⑤

보청기
구입

검수확인서
발급

가장�기본적인�검사로,
순음을�사용하여�주파수별로�청력역치를 

측정하는�검사

목적    청력손실의�주관적�평가  

피검자의�반응�없이
난청의�정도를�전기반응을�통해

측정하는�검사

목적    청력손실의 객관적�평가   
 

●   청각장애�등급�판정�검사�시, 검사는�총 4회에�걸쳐�진행됩니다.
●   순음/어음청력검사 (3회)                                               +  ABR (1회)  2~7일�간격으로�진행 



5

초기�적합�비용은�보장구�지급�청구�시, 보청기�급여비와�함께�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액 (111만원)  =  보청기�지원금 91만원  +  초기�적합�비용 20만원

사후�적합�비용은�구입�후 2년~5년차에�연 1회�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보청기�구입처에서 ‘적합관리�확인서’를�받아�공단에�제출하면�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à������������á��â�ã��äå��æÖç�

Á��ÂÃ��è�·É�ÂÃ��é�Ðêë�¤¥�ìÔ�������

111만원�이하 :  일반�대상자는�고시가의 90%, 기초생활수급자�혹은�차상위계층은 100%를�지원받습니다. 
예를�들어, 고시가격이 100만원인�제품�구입�시, 일반�대상자는  90만원을�지원받고, 나머지 10만원은�본인이�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혹은�차상위계층은 100만원을�전액�지원받습니다.
111만원�이상 : 지원금이�최대 111만원이므로, 111만원�이상의�보청기를�구입하더라도 111만원�까지만�지원받을�수�있습니다.

����íî������¥����ï�������ð��ñò��¤¥�ìÔ�������

가능합니다. 판매한�업소가�폐업하거나�이사하는�등�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습니다.
단, 초기�적합�관리는�보청기�구매�시�표준계약서를�작성한�구매처에서만�가능합니다.

Á��ÂÃ���É�¡Æ�óô�õ��Ø���	������ÂÃÄÅ����ö��÷��ø���ù�
÷���úûÔ�ìÔ��ð���ü�üý����

Q

A

Q

A

아니오. 지원금�수령�절차에�따라�순차적으로�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보조기기�처방전을�발급받은�후
보청기를�구입해야�합니다.

�����þÿ��À�~��}���|{[Ô�¿�ì\��]����Q

A

�ù���ü��Ð��¤¥í���^_����¦���Î���̀ @�¤¥í³�̄ �ü������Q

A

보청기�구입�시�구입처에�금액을�지불한�후, 지원금�수령�절차에�따라�모든�서류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출하면 
약1~2주�후에�청구인의�통장으로�지원금이�입금됩니다.

?ü���¤¥�â��>å�������À|���íîÔ�=¤�<\��]����Q

A

Q

A

아니오. 청각장애만�보청기�구입에�따른�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다. 단, 중복�장애 (다른�장애 + 청각장애)인�경우에도
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다.
난청의�정도 (중증/경증)에�상관없이�동일한�금액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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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100만원
개인부담금 10만원

고시가 100만원
개인부담금 10만원

고시가 110만원
개인부담금 11만원

고시가 120만원
개인부담금 20만 1천원

고시가 140만원
개인부담금 40만 1천원

고시가 150만원
개인부담금 50만1천원

스카이 M30-M 스카이 M50-M 스카이 M50-PR

오데오 M30-312 오데오 M30-13T 오데오 M30-R

충전�케이스�콤비 파워�팩 충전케이스 BTE RIC 미니�충전기�케이스

·�4ôÅ!�*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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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환경에서�자연스럽게�청취하고�싶다면�양이�착용을�추천합니다.
사람은�귀로�소리를�들을�뿐만�아니라�양쪽�귀에�닿는�소리의�크기나�시간차를�통해�방향이나�거리를�판단합니다.
양이로�보청기�착용�시, 자연스럽게�귀의�모든�기능을�이용할�수�있습니다.  

�������������

마블�보청기의�만족도를�높이려면�다양한�장점이�있는
TV커넥터를�추천합니다.

마블�보청기의�만족도를�높이려면
소음�상황이나�먼�거리�상황에서�청취를�개선시켜주는�로저를�추천합니다.

��� �������������

TV 전원만�켜면,
바로�보청기로 TV 청취 

더�오랜�시간
사용�가능 

스테레오�사운드로
청취�가능

가족과�별개로
볼륨�조절�가능 

어음�인지

소음�수준55 dB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65 dBA 75 dBA

■ 보청기+로저
■ 건청인

%
 맞

춘
�문

장

+ 62%

소음이�심한�환경일수록,
로저의�만족도는�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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