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개정사항(요약)
□ 운영지침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3p>
Ⅱ. 개요
 진료대상
 진료절차

<추가>

변경 후
 진료대상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경우, 해당 운영 기
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
 진료절차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시, 해당 기준에 따른 별도
절차에 따름)
Ⅲ.지정 요건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시 해당 기준에 따른

<7,9,12p>
Ⅲ.지정 요건
Ⅳ.지정 절차 및 관리

별도 요건에 따름
<추가>

Ⅴ.요양급여 적용기준

Ⅳ.지정 절차 및 관리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의 경우, 별도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기준에 따름
Ⅴ.요양급여 적용기준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의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름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7p>
Ⅵ.‘재택치료단기·외래
진료센터’운영

<추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계획*(’21.12.1.)’ (붙임5)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
하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645 (2021.12.1.)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기준에 따름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관련
<24p>
〔붙임1〕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외래진료센터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5-1

재택치료(병상대기)
대상 외래진료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
능한 기관은?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요
양기관은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
하여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5-2

‘코로나19 외래진료
센터 감염예방관리

ㅇ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

<추가>

연번

질 의

답 변

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
리료’ 중복산정 가
능한지?

함)의 대면 진료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
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ㅇ 또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AH310)’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집행지침 개정사항
구분

<4~5p>
3. 예산지원내용

<14~16p>
〔붙임 1〕

변경 전

변경 후

ㅇ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ㅇ 단서 추가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
※ 다만,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되,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시 추가지원 가능 : (붙임1)
지원 가능
ㅇ 단서 추가
ㅇ ’20년 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된 기관은 1), 2)의 경우를 (※ 다만,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추가
운영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붙임1)
제외하고 ’21년 예산 지원 불가

<추가>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시설·장비 비용
지원에 대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 활용
<주요내용>
①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재택치료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
- 개소당 1.5억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 추가
지원 가능
②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
- 개소당 2.5억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 지원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재택
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함께 지정받
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