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9일 수요일제19778호��
복 지

진료기록부를허위로작성하거나환자가병원을찾지

않았는데도방문한것처럼서류를꾸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과다청구한광주전남지역 2곳 등 전국의병

원약국이무더기로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

개했다고 1일밝혔다

이번에명단이발표된요양기관은지난해 9월부터올

해 2월까지행정처분을받은 136개 요양기관가운데비

교적질이나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

병원 1개 한의원 6개등이다

이들의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

강보험공단 관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시

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27일까지 6

개월간공고된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

고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거짓청구금

액비율이 20%에이르는기관들이다

광주와전남지역엔정형외과1곳과약국1곳등2곳이

적발됐다

광주 Y의원은 입원한 환자의 입원일 수를 거짓으로

청구하다가적발돼업무정지 118일을받았으며 전남H

약국은약제비를거짓으로청구하다가적발돼업무정지

81일을받았다

거짓청구금액별로살펴보면 5000만1억원이 7곳으

로 가장 많고 1500만3000만원과 3000만5000만원

이 각각 3곳으로 나타났다 거짓청구액이 1억원 이상인

기관도2곳이나나왔다이들기관이거짓청구한금액은

9억9000만원에이른다

거짓청구 수법도 노골적이다 적발된 치과 가운데는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

록부를꾸미거나비급여대상진료비를환자에게부담시

킨 뒤 요양급여대상으로 이중청구해 1억6859만원을 부

당청구한곳도나왔다

복지부관계자는향후거짓부당청구의심기관에대

한현지조사를더욱강화하고 특히거짓으로적발된기

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건강보험공

표심의위원회의 1차심의를거친공표대상자에게는20

일 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바탕으로 2차심의를거쳐최종대상기관을

확정하게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770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59개 기관에서 135억원의 부당 금

액을확인하고282곳에대해업무정지와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

다한요양기관과조사를거부한요양기관 119개소는형

사고발조치를내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건복지부는지난 28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등에건강보험요

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한 15개요양기관의명단을공표했다 사진은기사내용중

특정사실과관련없음 광주일보자료사진

장애인취업한번에도와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지사장 채정환이하

공단)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 장

애인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운영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

계별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 취업을촉진하는종합

적인Onestop 취업지원서비스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장애인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서비스

가제공되며 1단계개인별상담 집단상담 2단계직업

훈련 3단계취업알선등으로구성돼있다

프로그램참여자에게는참여단계별로 1단계최대 25

만원 2단계 최대 28만4000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에성공할경우최대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이지

급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참여를희망하는

장애인은 공단 광주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

448111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애인취업도와드려요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건강보험 요양급여 줄줄

입원일약제비거짓청구병원약국

광주전남 2곳 등전국 15곳 적발

복지부 6개월 명단공고행정처분

광주시북구는여성가족부가실시한 2014 여성친화

우수사업 공모에서 생생통통 꿈꾸는 여성들의 유쾌

한나들이 사업이선정돼국비 1600만 원을지원받게

됐다고 8일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

정한 전국 50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이중 5개

의기초자치단체가최종선정됐다

생생통통 꿈꾸는 여성들의 유쾌한 나들이사업은

두암권 여성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심 재생을 통한

여성친화 명품마을 조성을 위해 ▲함께 배우는 삶(만

남) ▲함께 일하는 삶(대화) ▲함께 즐기는 삶(실천)

▲함께 가꾸는 삶(결실) 등 네 가지 테마로 나뉘어져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왼손 오른손 성평등 부모교육을

포함한유아아동돌봄센터 이웃집마당과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재활용품 장터인 되살림 가게 지구를 부

탁해 등이다

특히 구도심 골목길에 친환경 조명인 그린라이트

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등 여성이 편안한 안심귀

가골목길을조성할예정이다

또 씨앗 보고서 발행을

통해그동안추진사항을되

짚어보고향후운영방향을

설정하는등주민주도의지

속가능한 여성친화마을만

들기사업을공유할계획이

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여

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

니라지역민모두가행복하

게 살기 위한 자치모델이

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

복한 여친(女親)도시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

다고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양산동 GS그린자이1차아파트

에 이어 올해 6월 일곡동 현대2차아파트에 여성가족

친화마을센터를개관하는등마을의다양한인프라를

거점공간으로활용 여성들의커뮤니티활동을활성화

하고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여성친화도시 광주 북구

여성가족부우수사업공모선정국비 1600만원 지원

송광운북구청장

#1 A환자는 지

난 2011년 4월 16일

P치과를 방문 치주염에

따른치석제거치료를받았다

하지만 P치과는 A씨가 마치 같은 달

26일29일에도 P병원을 찾은 것처럼 허

위 서류를 작성했다 또 진료기록부엔 만

성 복합치주염 및 상아질의 우식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뒤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했다

앞서 환자 B씨는지난 2010년 10월 16

일과 29일 등 2일간 P치과에서비급여대

상에해당되는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을

받았다 하지만 P치과의원은 비용을 비

급여로 A씨에게 12만원을 징수했음에도

아말감충전처치를실시한것으로요양급

여비용을거짓청구했다

이 치과병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6개월간 총 1억6859만4160

원을 거짓청구해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환수업무정지

(178일) 명단공표 처

분이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