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

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

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호, 20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680란 다음에 누-685란을, 누-786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D6805

누-685 D6851

누-786-1 D1780

란 다음에 누-786-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란 중 “위‘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

서열분석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를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가」〜「너」와 같다.”로 하고, 주4.란 다음에 주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종그룹은 다종검사 시약을 이용하여 2종 이상의 분석물질을 동시에 검사(증폭)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고시된 필수 분석물질은 1종, 이 외 분석물

질(비필수 분석물질)은 0.5종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종수를 산출하며, 산

출된 종수에 해당하는 다종그룹의 수가를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D6804

D6805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

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

다. (⊙ 나4), 다5))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D6803 다.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 971.79

<다종약제내성>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란 중 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680나. 다종그룹 2 †란 다음에 다. 다종그룹 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누-680다. 다종그룹 3 †란

다음에 <다종약제내성> 누-685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누-685 핵산증폭

D6851 가.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 727.1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86-1 D1780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

Anti-ENA and anti-DNA antibodies multiplex test

1,057.53점

주 : 4종 이상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86 항DNA 항체 검사란 다음에 누 -7

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

0101~D680108),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 D680202)”를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

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로 하고 ,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

80212)” 다음에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



(D685101, D685102)”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