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보험임플란트	수가의	구성

 1. 진료비 지불방식(단계별 묶음수가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구분하기!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

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임플란트의 수가는 포괄수가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포괄수가제의 형태를 띄고 있

다. 보험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종류의 픽스쳐나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중간에 

근관치료나 발치를 시행하면 별도의 진료비가 적용되므로 포괄수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X-ray, 마취 등이 해당 수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내원일수와 상관없이 정해

진 3단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의 형태를 띤 묶음수가제라고 볼 수 있다. 

보험임플란트는 환자가 내원한 횟수, 수술의 난이도 여부 등과 상관없이 1단계, 2단계, 3

단계로 나누어 3번만 보험청구한다. 3단계 이외에는 어떤 경우도 별도 청구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하겠다.

 ‘행위별수가제’란 

의사가 환자에게 적정한 진찰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적

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근관치료처럼 몇 번을 오느냐에 따라, X-ray, 마취 등의 행위나 주사, 약제 및 재료의 사

용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며,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가 난다. 

반면에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노인임플란트, 노인틀니처럼 최근의 보험화된 대부분의 술식들은 포괄수가제의 형식

을 띄고 있다.
묶음수가제 더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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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각각 단계별로 비용을 산정하고 동시 산정 불가하다.

 ●  진료 단계별(3단계) 묶은 수가 방식이다. 

 ●  진료 도중 타 기관으로 이동 불가하다.

 ●  진료가 중단된 경우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 산정한다.

 ●  청구는 각 단계별 종료 시 청구한다.

 ●  행위수가(원) + 치료재료(실구입가)

1단계

(118,530)

2단계

(509,700)

3단계

(557,110)

진단 및 치료계획

- 급여대상확인

- 공단에 대상자 등록

고정체 (Fixture)

- 식립술

- 1차, 2차 수술

보철수복

- 어버트먼트 연결

- 치관수복

재료청구❌ Fixture Abutment

Implant

치아의 뿌리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Abutment

임플란트와

Crown을

연결시켜줍니다.

Crown

Crown을

씌울 수 있도록 해

시술을 마무리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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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율)

구    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1종 10%

만성질환자(‘E’,‘F’) 2종 2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

  2022년 임플란트 수가표 [의원급]-본인부담금

 (단위: 원)  

코드명 행    위 총    액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10%

차상위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차상위 2종 

20%

UB111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21,210 36,300 12,120 12,100 24,240 24,200

UB121
2단계 고정체

(본체)식립술
521,190 156,300 52,110 52,100 104,230 104,200

UB131
3단계 

보철수복
569,670 170,900 56,960 56,900 113,930 113,900

합    계 1,212,070 363,500 121,190 121,100 242,400 242,300

UB

1121002

2단계 고정체

(본체)식립술 

재수술

260,600 78,100 26,060 26,000 52,120 52,100

※ 임플란트 재료대(fixture, abutment)는 포함되지 않은 행위료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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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내용과 입력방법

➊ 1단계 - 진단 및 계획 산정기준

 - 1단계는 행위수가만 산정한다. 

 -  진료구분에는 틀니/임플란트 적용으로 진찰료 없음 확인한다.(초·재진료 산정 시 

심사 조정된다.)

 -  다른 치료 동시 진행 시도 진찰료 없음(예시: 치주치료 동시 시행 시 진찰료 산정 안 

된다.)

 - 보험임플란트는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 촬영 시 청구가 안 된다.

 -  스텐트(Stent) 제작, 가이드임플란트 비용 별도 산정 안 된다.(임의비급여가 될 수 

있다.)

 - CT 비용 별도 산정 안 된다.
더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242

  청구프로그램으로 알아보자! 

<덴트웹 1단계 - 진단 및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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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에/하나로 1단계 - 진단 및 계획 예시>

 

심평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이드임플란트라고 해서 보험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근거는 없다고 한

다. 과정이 똑같고 인정기준에 부합된다면 보험으로 적용하되,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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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2단계 - 고정체(본체) 식립술  

 - 행위료와 픽스쳐 재료대 같이 청구한다.

 - 진료구분에는 틀니/임플란트 적용으로 ‘진찰료 없음’을 확인한다.

 - 2단계 수술은 1차수술+2차수술로 나뉘어 진다. 

 - 1차수술: 픽스쳐 식립, 커버스크류 연결, 발사 등이 포함되고,

  2차수술: 힐링어버트먼트 연결, 발사 등이 포함된다.   

  → 원칙적으로 2단계의 수납과 청구는 2차수술의 발사하는 날 하도록 되어 있다.

<두번에/하나로 2단계 - 고정체(본체)식립 예시>

<덴트웹 2단계 - 고정체(본체)식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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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3단계 - 보철수복

 - 보철수복행위료와 어버트먼트 재료대를 같이 청구한다.

  - 보철수복에 관련된 엑스레이(X-ray)는 모두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

 - 어버트먼트 연결, 최종 보철물 장착하는 것, 환자교육까지  모두 포함된다. 

  →   포셀린이 깨지는 것, 포셀린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환자교육이 필요하다. 

 - 보철수복도 원칙적으로 최종보철물이 장착되는 시점에서 청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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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3단계 - 보철 수복 예시>

<두번에/하나로 3단계 - 보철 수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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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재료대구입 신고하기

<두번에/하나로 청구화면 예시>                                                                                            

※ 두번에·하나로에서 청구업무 - EDI - 재료대구입신고로 들어간다.

※  거래처에서 받은 거래명세서를 보고 주문일자/품목/수량/공급금액/보험코드 등을 

확인한다.

더 알아보기

https://youtu.be/K1POor4g8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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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재료대구입 신고하고 수가적용만 하면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되게 된다. 

※ 재료대 구입신고 관련 좀더 자세한 건 Part 13 보험청구관리업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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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임플란트	재료대의	적용	

1. 임플란트 재료대의 산정기준

➊ 분리형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하여 고시된 상한금액 내

에서 요양기관  구입목록 제출에  따른 실 구입가로 별도 산정 가능하다.

 -  재료대는 구입 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재료대 미신고로 인한 삭감이 발생한 경

우, 재료대 신고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➋ 급여재료 및 비급여재료로 등재

	 ●	비급여재료는	재료대만	비급여,	행위는	급여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하여 비급여로  등재되

어 있는 재료는 실구입가로 환자가 전액 비용 부담한다.

  -  내역설명: 비급여임플란트 사용코드와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다.

<비급여로 등재된 FIXTURE, ABUTMENT>

비급여 치료재료 더 보러가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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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표는 많은 비급여 품목 중에 치과임플란트만 발췌했다.                          

  →   정확한 비급여 코드를 가지고 있는 비급여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행위는 

보험으로 청구하고, 비급여재료는 비급여로 별도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2단계 고정체(본체)식립 시 비급여 픽스쳐를 사용하면 청구 시 2단계 수술행위료만 청구가 들어

가게 된다. 

보험임플란트는 2단계 고정체(본체)식립 시 픽스쳐를 같이 청구하여야 하므로 행위료만 청구할 시 

심평원에서는 잘못 청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급여 픽스쳐를 사용하여 수술 후 청구할 때에는 내역 설명을 넣어준다.

예시) ‘코드를 적어주고 픽스쳐는 비급여임플란트 사용이라고 명칭을 적어준다.’ 

	 ●	등재되지	않는	임플란트	재료비용	비급여	산정	불가하다.

  -  사용할 때에는 구입할 때부터 현재 비급여 코드가 정확하게 부여되어 있는지 확

인한다.

	 ●	어버트먼트는	각	Type별로	급여	등재된	재료는	보험청구	가능하다.

  -  지대주 형태의 따른 분류

    ☞   중요한 건! 재료대구입 신고하고 수가적용만 하면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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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체(FIXTURE): 표면처리 분류  

구    분 상한금액 특    징

ANODIZING 77,000원 
- 분류별로 상한가가 다르다. 

-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SLA 처리된 것

이 많다. 

HA 135,010원

RBM 56,260원

SLA 76,610원

  지대주(ABUTMENT): 형태분류  

구    분 상한금액 특    징

일체형(직선형) 28,800원 -   어버트먼트가 스크류와 붙어있는 것이 일체형이다.

-   어버트먼트가 스크류와 떨어져 있는 것이 분리형이다. 

-   Straight, Angled / 반듯하냐, 각도가 있느냐에 따라 일체형

의 Straight, Angled /분리형 Straight, Angled 4개의 분

류로 나뉜다. 

 -   각 분류별로 상한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   일체형보다 분리형이 단가가 더 높고 Straight 보다는  

Angled가 단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체형(분리형) 35,260원

분리형(직선형) 42,850원

분리형(분리형) 51,500원

[2021년 4월 1일 적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코드 품명 제조회사 상한금액 적용일자

치과임플란트 지대주 - 분리 (STRAIGHT형)

L7552415 STRAIGHT ABUTMENT YESIMPLANT 42,850원 2021-04-01

치과임플란트 고정체 - 연마제 분사처리 (RBM)

L7501124
I-FIX ANGLED TYPE 

FIXTURE
DENTIS 57,410원 2021-04-01

2021/4/1 적용기준 치료재료 더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151

치과임플란트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대상결정 [2014보도참고자료]

https://cafe.naver.com/torecafe/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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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란?

골 유착이 잘 되도록 변화시키는 기술로, 화학·물리적 방법을 통해 임플란트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고, 접촉면적을 넓혀 뼈와의 골유착 능력을 향상시켜 골융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국내 임플란트사는 SLA surface 표면처리 방법을 이행한다.

구분 내용 

HydroxyApatite 

Coating (HA)

Plasma spray를 이용하여 Hydroxy Apatite 분말을 부착시켜 표면적을 증

가시키는 방법, 코팅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코팅이 분리되는 문제점

들도 지적되었으나, 최근 신기술은 이러한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여 출시

되고 있음

Resorbable Blasted 

Media (RBM)

Resorbable Blasted Media 인수산화인회석(hydroxy apatite : HA) 등을 

사용하여 블라스팅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 크라운을 연결할때까지 기다

리는 기간이 긴 단점이 있음

Sandblasted Largegrit 

Acid-etching (SLA)

골생성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플란트 표면을 Sand Blast처리를 한 

후, 2차적으로 산화처리하여 표면적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킨 표면처리방법으

로 친수성이 작고 제조비용이 RBM에 비해 고가임

Anodizing (양극 산화법)
전해질 용액에 임플란트를 담그고 전기화학적 자극을 가하여 임플란트 표면

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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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 산정 가능하다.

(시술행위 급여 十 어버트먼트 비급여 적용) 

 

 - 환자의 구강상태에 맞게 맞춤으로 어버트먼트를 만들어 준다.

 - 잇몸에 맞게 정확하게 만든다.

  ☞ 가격표시가 되어 있어야 병원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 기공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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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 Abutment도 비급여  

UCLA CCM abutment UCLA gold abutment UCLA plastic abutment

CCM Abutment 기사 보러가기 첫번째, 두번째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750

https://cafe.naver.com/torecafe/2144

UCLA abutment는 다른말로 커스터블 어버트먼트라고 말하며, 주조하여 만드는 커스

텀 어버트먼트이다. 

CCM Abutment도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해당된다. CCM(크롬, 코발트, 몰리브덴) 합금

으로 제작해 고가인 금을 사용하지 않고 메탈 캐스팅으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줄고, 구조적인 적합성 면에서 우수하며, 비귀금속을 사용한 나사 유지형 보철물의 제작에 

유리하고, 2~3개 연결 시 비교적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여 사용 시 합법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치아 연결기둥의 구분 

● 기성	어버트먼트

 기성 연결기둥 | Readymade abutment

장점 -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결기둥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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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최종 치아는 균일한 두께로 지지하지 못하면 깨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넓이가 정해진 기성 연결기둥으로는 균일한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 그림과 같이 잇몸이 두꺼운 경우, 접착제 제거가 힘들어 임플란트의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   최종 치아와 연결기둥의 만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최종 치아의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합

니다. 

  -   연결기둥보다 최종 치아가 커진 경우, 하중이 집중되어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

니다.   

기성 연결기둥을 사용한 사례

기성 연결기둥 사용 후 접착제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염증이 생기고 잇몸뼈가 내려간 

상태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하중의 분산이

원활하지 않아 임플란트가 부러진 상태 

연결기둥이 가늘어 균일한 지지를 얻지 

못해 최종 치아가 깨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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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텀	어버트먼트

 맞춤형 연결기둥  | Custom abutment 

장점 -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원래 내 치아의 모양을 재현합니다.

  - 연결기둥의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최종 치아의 깨짐현상이 적습니다.       

  -   환자의 잇몸의 모양에 딱 맞게 설계하므로 잇몸이 두꺼운 경우에도 접착제 제거가 용이합

니다.        

  - 원래의 자연치 모양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대량생산이 아닌 주문제작으로 최종 치아 비용이 증가됩니다. 

맞춤형 연결기둥을 사용한 사례

맞춤형 연결기둥 사용으로 잇몸뼈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

맞춤형 연결기둥을 구강내 적용한 사례

 

더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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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사례

.

금관과 통지르코니아의 비교(통지르코니아가 자연 치아에 더 가깝습니다)

   

금관 + 도자기와 지르코니아 + 도자기의 빛 투과성 비교 

   

시술 전후 비교 

시술전                                                시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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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프로그램으로 알아보자!

<하나로/두번에 비급여어버트먼트 예시>

※ 비급여 행위수가에 Abutment 별도의 버튼을 만들어서 금액을 지정한다. 

※ 3단계에 비보험수가를 넣어준다. 

 →   본인부담금을 누락해서 받는 일이 많은데 금액을 지정해 두면 금액이 정확히 나와

서 본인부담금을 잘못 받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Abutment 비용에 관해  한번 생각해보자. 

예시에서 보면 10,000원 책정되어 있다. 

문제는 다른 치과에서 급여임플란트 상담 받았을 때와 우리 병원에서 급여임플란트 상담 받았을 

때와 비용이 똑같아야 하는데,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한다고 우리 병원이 5만 원 혹은 10만 원

을 추가로 받으면 다른 병원에서 상담 받은 것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커스텀 어

버트먼트 비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심미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식립 방향에 영향 

없이 적절한 위치에 제작이 가능하며, 자연치아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고, 저작 시 골고루 힘이 

분산되며, 인공치아의 깨짐 현상을 방지하고,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의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정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

리 고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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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보험임플란트 시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재료

 - Cover screw, Healing abutment은 보철수복에 사용된 재료이다.

 -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은 행위료에 포함된다.        

2. 비급여 적용 시술(별도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보험임플란트는	급여로	적용하고,	다음	시술만	비급여로	적용한다.	

 -  보험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적인 수술 예시) 골이식술(Bone graft), 상악동 거상술 

등이다.

 -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비급여로 등재된 재료 사용 시 가능하다.(Fixture, Abutment)

 -  브릿지형태로 보철물을 제작할 경우, 인공치(pontic)는 비급여이다.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하다. 

  골이식과 상악동 거상술(Bone Graft and Sinus lift) 

 골이식이란? 

골질이 좋지 못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 뼈이식을 진행하여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상태

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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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식재의 형태

3가지 타입으로 Defect가 클수록 Block, Chip, Powder type 순으로 사용하며, 골이식재의 종류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4가지로 분류된다.

 

 GBR case

식립 시 뼈가 부족한 경우 이식 부위에 뼈가 채워지게 하는 골이식술은 치조골 증강술, 자가골 채취술, 

치조골 절개술이 있다. 

 골 이식술에 필요한 재료

골 형성을 위한 차단막 Membrane, 자가골 채취 시 필요한 ACM, 수평적으로 골을 확대해 주는 

Ridge wider Ki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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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악동이란?

상악 잇몸 뼈와 광대 뼈 사이 비어있는 공간을 말한다.  

 상악동거상술이란?  

상악동과 잇몸뼈 사이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만큼의 뼈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상악동을 밀

어 올리고 그 공간에 뼈를 채워 넣어 식립을 진행하는 수술 방법이다.

  

Part 11 차근차근 함께 해요. 보험임플란트!  ●  699 



  2022년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 예시를 알아보자. 

[앞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산출해 보자!] 

1.  수술단계에서 TS Ⅲ SA fixture 오스템을 51,000원에 구입하여 수술하고 Bone graft까지 시행하

였다.

2. 1단계부터 책정해 보면, 1단계는 행위의 진단 및 치료계획만  들어간다.

3.  2단계는 수술에 해당하는 고정체(본체) 식립술이 들어가고, 픽스쳐(TS Ⅲ SA fixture)는 현재 상한가

보다 적어 실제 구입가격 그대로 들어가고 Bone graft(비급여)이므로 비급여 비용 10만 원을 별도

로 받는다. 

4.  3단계 보철수복에서는 보철수복 행위는 보험으로 들어가고 Custom abutment (비급여)로 1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하여 받는다. 

【총진료비】 

₩1,463,070원이 되고 보험이 되는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30% 해서 ₩378,920원이 되고, 

비급여 비용은 환자한테 별도로 ₩200,000원 책정하게 된다. 환자에게 발생되는 총【본인부담금】 

₩578,920원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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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임플란트	신청방법과	절차

1. 보험임플란트 신규등록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 2021년부터 의료급여도 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

등록 및 결과
확인 
-

치과, 병·의원 

등록 신청
-

환자 

시술 
-

치과, 병·의원 
1 32 4

●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한다.

●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한다.

●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및 결과 확인한다.

 -  청구프로그램(두번에/하나로 또는 덴트웹)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치식 등 착오 

입력 시 당일 입력 건에 한하여 삭제 및 등록취소 가능하다. 또한 등록일 이후 취소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등록 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취소신청서 작성하여 공단

에 팩스요청 후 2~3일 후 다시 재등록해야 한다.

● 자격조회를 다시 하여 임플란트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한다.

2. 공단 등록 방법

➊ 청구프로그램에서 등록 방법[두번에/하나로, 덴트웹]               

              

https://medicare.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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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프로그램 → 공단버튼 → 임플란트대상자 조회/등록

① 신규 신청하기 → 확인 → 저장 

※  신청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활성화가 된다 → ‘건강보험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

청서’를 확인하고 저장한다.

②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 / 예 → 저장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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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된 화면에 입력한 후 저장버튼 누른다 → *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모두 입력

을 해야 한다.

③ 통보하시겠습니까? 확인 / 예 → 저장 버튼 클릭 

④ 신청서를 출력하여 환자분의 서명을 받은 후에 보관한다.  

※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출력하고 통보 유·무를 확인한다. 

 → 시술 시작일 정확하게 입력한다.   

※  시술 시작일이란 임플란트 진료를 시작한 일자이다. 등록 시 시술 시작일은 당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시술 시작일을 임플란트 시

작일로 변경하여야 한다. 

  예시) 3월 2일 수술했는데 3월 3일 다음날 등록을 할 경우: 시술 시작일을 어제 날짜 

즉 3월 2일로 정확하게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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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에 했어도 2년 전에 했어도 상관이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번호 오류

로 지급불능 처리되어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우리가 시작한 날짜를 적

어 주는 것이다.

※  치식번호 정확하게 입력한다.  치식번호가 잘못 입력되면 취소하고 다시 신청한다.

※  의사면허번호 정확하게 입력한다.

※  신청자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입력한다.

 ⇒   신청을 본인(수진자)이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

하는 경우도 있어 구분에 따라서 명시한다. 신청자 성명란은 환자 성함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을 입력하는 란이다. 

※  반드시 저장하기 누른다. 입력만 하고 저장하기 누르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된다.

⑤ 청구프로그램 → 수진자조회를 하여 급여임플란트가 등

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art 11 차근차근 함께 해요. 보험임플란트!  ●  705 



→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조회하여 정보변경 확인을 반드시 해준다.

→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입니다”라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공단에 처리가 된 

것이다.  

→   덴트웹에서는  <본원임플>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클릭하면 다시 이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보험임플란트를 처음 했던 정보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좋지만, 개명이나 주민번호가 바뀌거나 급여 

되었다가 보험으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면 수동으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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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출력하여 환자분의 서명을 받은 후에 보관한다.

치과시술등록서식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228

➋ 의료급여 시술과정과 공단프로그램에서 등록 방법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부가수술 

(골이식수술)

▶

임플란트 

본체 식립

▶

임플란트 

보철 수복

▶

시술 후 

유지관리

잇몸뼈 상태, 

임플란트 기능 

여부 판단 및 식립 

위치 등 결정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잇몸에 뼈를 

이식하는 시술

임플란트 고정

체를 턱뼈에 

삽입 및 지대주

 (보철 연결 

기둥) 연결

인공치아 

보철물 제작 

및 장착

임플란트 

유지를 위한 

잇몸 관리 및 

주위 조직 염증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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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수술) 식립을 위한 골이식술 등 부가 수술을 비급여, 임플란트 행위 시술은 급

여 적용한다. 

※  (부가 수술 비급여 사유) 급여 부가 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시술로 고령 환자

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보다 틀니 장착이 적합하다. 

 →   의료급여 환자의 임플란트 등록을 하려면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2021년부터

는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도 등록하도록 변경되었다. 

①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을 한다.(https://medicare.nhis.or.kr) 

②  의료급여 - 의료급여치과치료 - 임플란트대상자 ‘신청가능 여부조회/신청/승인 결과 

조회/자격조회’ 확인하여 처리한다. 

3.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알아보기 

➊ 임플란트 서식자료 다운받기

 -  중지, 변경, 취소 및 해지신청 시에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한 후에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로 보내야 한다. 

   (신)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 서식자료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민원서식자료실

https://medicare.nhis.or.kr https://www.nhis.or.kr/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시행지침안 더보러가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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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중지 vs 변경 vs 취소 vs 해지 구분하기!

목록 정의 & 적응증 신청방법

중지
-   2단계 시술 실패 (골유착 실패)인 경우, 3단계 시술 후에는 

중지신청 할 수 없다.

중지/변경/취소/해지는 해

당 항목에 맞게 작성한 후에 

공단으로 팩스를 보낸다. 처

리 기간 2~3일 소요된다.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경우 

함께 제출한다.)

변경

-   시술 시작일, 요양기관기호, 의사면허번호 등은 변경신청

을 한다.

- 중간에 시술 의사가 바뀌거나 할 때도 변경신청한다.

-   신청구분에 요양기관 요청, 사유기재  “시술 시작일 착오

기재 “입력

취소

-   치식번호, 등록내역 등에 대한 착오입력 시 취소 신청을 

한다.

-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가능하다. “사유기재 : 등록

착오”

-   해지와는 다르게 환자는 다시 보험급여임플란트 적용가능

하다.

해지

-   환자 본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해지신청을 한다.(본인

만 가능)

-   해지 신청된 임플란트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된다.

더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244

Q	임플란트	3단계까지	하고	보철물	세팅을	완료하고	빼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A 보장 받을 방법이 없고, 비급여임플란트로 해야 한다. 

 ⇒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

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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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시술 등록 신청(2단계 고정체 식립술 후 골유착 실패로 재식립하는 경우)  

➊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및 재시술 대상자 판정한다. 

 - 동일 치식에 한함/재식립은 1회만 가능하다.

  → 1회에 한하여 2단계 비용(행위료)의 50% 산정 가능하다.

  → 동일 치과에서 2단계를 재시술하는 경우 시행절차

2단계
시술실패 확인 

-
A병원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 
-

A병원

3단계
시술 
-

A병원

2단계
‘시술 중지’ 등록 

-
A병원

재등록 
확인 후

2단계 재 시술  
-

A병원

※  시술중지 등록항목: 주민번호, 성명, 등록번호, 시술중지일자, 시술중지사유, 요양기

관기호

※  1단계 청구 불가

→ 다른 치과에서 2단계를 재시술하는 경우 시행절차

2단계
시술실패 확인 

-
A병원

‘시술 중지’ 
등록 후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 

-
B병원

2단계
재 시술 

-
B병원

2단계
‘시술 중지’ 등록

-
A병원

1단계
재 시술 

(생략 가능)
-

B병원

3단계
재 시술 

-
B병원

※  타 의료기관에서 재시술 등록 시 1단계부터 시술 및 청구 가능하다. 

※  시술중지 입력한 A 요양기관에서는 3단계 청구 불가하다.

➋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중지 등록여부 확인 가능하다.

 - 시술중지 등록(신청서 작성 공단 보냄), 다시 재시술 등록!

 - 재시술 등록 및 결과 확인(청구프로그램에서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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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환자는 보험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 가능하다.

 - 별도의 코드번호 적용: UB121002

 - 고정체 재료대는 100% 산정한다. 

 - 고정체 제거 시 기존 임플란트제거술은 별도 산정이 안 된다.

➍ 의료급여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➎ 환자 개인사정(이사 등)으로 병원이동 불가하다.

 -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 진행된 단계까지만 청구 가능하다.

 - A 병원 폐업 등이나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중단하는 경우 이동 가능하다.

   예시) 임플란트의 경험이 많지 않은 병원에서 2단계에서 시술 실패 후 더 이상 진행

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을 때만 이동이 가능하다.

 - 2단계 시술 종료 전 A 요양기관 폐업 

  → 2단계 시술 종료 전 A 요양기관 폐업 시 B 요양기관에서 1단계부터 시술 가능하다. 

 - 2단계 시술 종료 후 A 요양기관 폐업 

  →   2단계 시술 종료 후 A 요양기관에서 폐업 시 B 요양기관에서 3단계부터 시술 가

능하다. 

  →   A 요양기관에서 2단계 시술 종료했지만, B 요양기관에서 2단계 실패가 확인되

어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

록부1) 사본 등)를 보장기관에 제출, 

     보장기관에 A 요양기관의 시술중지 및 재시술 등록되면, B 요양기관에서 2단계

부터 재시술 가능하다.

1) 진료기록부

재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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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신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 로그인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발행한다.

➐ 신청서에 재등록하는 사유를 작성한 후에 공단으로 접수한다.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하며, 팩스로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하다.

 -  전 요양기관의 폐업일 경우에는 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

행해야 한다.

수술 당일 픽스쳐 식립 시 고정 실패로 픽스쳐를 교체하는 경우 산정할 수 없다. 식립 완료 후 골유

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골유착 실패로 픽스쳐 제거 후 재식립을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다.  

더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torecafe/2245

https://medicare.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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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프로그램으로 알아보기!  

※  중지 신청 완료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조회에서 재시술 신청하기를 해야 2단계 

재시술이 인정된다. 

<두번에/하나로 고정체식립 재수술 예시>

※ 두번에·하나로에는 보험임플란트 - 고정체식립 재수술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다. 

※ 고정체식립 재수술을 클릭하면 2단계 행위의 50%수가가 자동 적용된다.

※ 재료대는 100%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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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2단계 재수술 예시>

※ 덴트웹에서는 틀니/임플 - 임플란트 시술 - 2단계 재수술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다.

※ 2단계 재수술을 클릭하면 2단계 행위의 50%수가가 자동 적용된다.

   

  사례로 알아보자!

Q		8/20일	#25,	26을	파노라마	촬영	후	급여임플란트를	등록하여	급여임플란트	1단계	청

구하였다.

	 	9/15일에	내원하여	#25,	26의	임플란트를	다른	곳에서	진행한다고	환불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A 1. 아직 보험청구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 - 임플란트 등록취소처리

 2.   이미 심사결과 통보서가 나온 경우 처리 방법 - 환수처리 완료 후 임플란트 등록취

소 신청 가능

☞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환수처리 진행한다.

☞ 환수기간: 15~30일 걸림

☞ 환수처리 후 공단에 취소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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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처리방법 진행절차 알아보기  

→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  바로가기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https://biz.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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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 - ② 접수기간 - ③ 조회 - ④ 청구액과 조정금액으로 

몇 월 건지 확인 - ⑤ 탭5/환수/정산 신청 - ⑥ 추가

→   ⑦ 신청구분/환수 - ⑧ 신청분류/명세서 전액환수 - ⑨ 명세서 일련번호(명번호) - ⑩ 

이름 확인

→   ⑪ 이의신청금액/청구한 금액 - 마이너스(-)로 청구한 금액 넣는다.

명세서일련번호 확인하기

①   해당 월 보험청구하는 달을 보험조회 해보고 실제 그 환자의 그날에 번호가 몇 번으로 생성되었

는지 확인한다.

② 앞에 0을 2개(00) 붙여 넣고 오른쪽에 이름을 정확히 확인한다.

③ 해당 일련번호의 앞 번호와 뒷 번호도 한번 넣어서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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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번호 ‘2’ 건을 환수해야 된다면?

-  혹시라도 명번호가 밀리거나 앞당겨졌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1번도 넣어봐서 이인

아가 나오고, 3번도 넣어봐서 정미가 나온다면 정확히 가운데 것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   결과확인 - ① 재심/이의신청/ 환수/정산 진행과정조회 - ② 접수년도/해당 년 또는 

③ 접수번호 - ④조회 - ⑤ 결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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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확인 - ① 재심/이의신청/ 환수/정산 진행과정조회 - ② 접수년도/해당 년 또는 

접수번호 - ③ 조회 - ④ 마이너스(-) 전액 환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환수내역서와 임플란트 취소신청서를 해당 지부에 FAX로 송신하면 된다.

 중요 포인트 

●    보험환자, 의료급여 환자 : 공단등록 후 수진자 조회 (공단 등록정보 저장)

●    재시술 신청하기 

 - 환자 소속 공단에 치과임플란트 중지신청 요청 (2~3일 소요) 

 - 공단등록 화면에서 재시술 신청하기

 - 2 단계 행위료 50%, 재료대 100% 산정하기

●    임플란트 취소 및 변경하기

 1) 취소신청 - 임플란트 진행 중지 시, 치식이 잘못된 경우

 2) 변경신청 - 시술 시작일, 진료의사 입력 오류 시

 3) 이미 임플란트 진료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취소처리 하기

-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환수 신청 (15~30 일 소요)

- 환수처리 완료 후 공단에 취소 요청 (환수내역서와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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