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관절수술 지원사업

“혼디 걸엉다니게마씸”
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서귀포의료원
SEOGWIPO MEDECAL CENTER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관절수술 지원사업이란?
관절염으로 치료 및 수술 권유를 받고도 의료비 및 간병 부담 등의 이유로
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내 4개 공공병원(제주대학교병
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
금회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서귀포의료원

인공관절수술 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

관절수술 지원대상자 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신체활동 개선 제한 및
수술 후 재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공관절수술과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이○○님

오몽해지난 여기저기 댕겨졈수다
“ 무릎 통증 때문에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힘
들게 지내면서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선뜻 수술을 할 수 없어
서 괴로웠습니다.
현재는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 받아 걷기도 힘들었던 내가 통
증 없이 계단 오르는게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까지 고쳐줘서 수술 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
하며, 무릎 때문에 고생하
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
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

 한 양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2018년 11월에 양측 무릎 인공
심
관절수술과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무릎 또는 엉덩이 관절통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② 제주도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65세 이상)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술 전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
인공관절수술비 (무릎 및 엉덩이 관절)
입원 치료비 (평균 4주 이내) :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수술 후 간병비 (무릎 관절 7일, 엉덩이 관절 14일 이내)

지원
제외
항목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수술 후 통원 치료비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처

제주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보건소 등 관계기관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신청

●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

●

팩스번호 : 064)

신청서류

☎ 064) 717-1236,

1238

717-1237

① 관절수술 지원사업 기관추천 또는 개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jejucro.jejunuh.co.kr,
류마티스및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

② 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각 1부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해당자)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 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02

신청접수

1차 외래진료

직접방문 또는 팩스 접수

수술 적합성 판정

03 가정방문조사
경제상황 등 조사

05

04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비 지원행정승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 결정

06 2차외래진료
수술 전 준비 및 검사 등

07

08

09

입원 및 수술

재활 입원

퇴원 후 사례관리

(평균 2주)

(평균 2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 신청접수 ~ 수술 : 약 2~3개월 소요

지역사회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