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발송안내문 반송코드 변경 안내
각 요양기관에 기 발송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안내문에는 중요 란에 있는 반송코드를

로 안내하였으나 반송코드

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중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
코드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으로 변경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
및 비용 전액 부담 원칙에 따라

식약처 복지부 합동보도자료

관련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 재조제로 발생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
대상의약품
❍ 로사르탄 성분 완제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일 섭취 허용량
국제가이드라인

되는

적용

⁕

개의 품목 개

나노그램 일 을 초과 또는 초과검출 우려

전체

개 또는 일부

개 제조번호 제품 중

환자가 잔여 약에 대한 재처방 제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비용청구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로사르탄 재처방 재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문제의약품 유형

로 청구

비용지급 … 식약처복지부관련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협의
❍ 새로운 처방 조제에 따른 비용 환자본인부담금 등 전액을 해당 제약사가 부담
전 개월 동안

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공단은 제약사별 청구비용 총액을 제약사에 안내 익월

일경

제약사는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급 안내문 도착일로 주일 내
✎ 중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
코드

에 대하여는 제약사에서 별도 지급 예정으로

재청구 보완청구 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조 개인정보의 제공 에

의거 제약사에게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금액 안내문
발송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기관 계좌번호가 제공됨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안내❚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약사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재처방·
재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요양기관 계좌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
재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소멸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생략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 Q&A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 재조제로 인한 제약사 비용부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처방 약 재처방을 위한 병의원등 의료기관의 진찰료등 비용 재조제
약국 조제비용 약품비용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자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전액을 제약사가 부담합니다

재처방 재조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 명세서특정내역
재하여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특수명세서 구분코드

여 공단에 송부합니다

을 기
을 기재하

공단에서는 특수명세서 구분코드

명

세서의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개월 단위로 산출합니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재처방 재조제로 인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으로 비용 지급은
언제 하나요

공단에서

요양기관 청구일 기준 매월

파일로 구축 후
집계하여
합니다

익월

일부터 말일까지 별도

개월 단위로 제약사별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일경 제약사에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련단체 협의에 따라 안내문 도착일로부터 주일 이내

각 요양기관에 지급 됩니다

재처방 재조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반송 삭감
코드

로 반송되었습니다 재청구 가능한가요

※ 반송코드명(96): 로사르탄 진료비-재청구 절대금지(추후 제약사에서 지급)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에 대하여는 제약사에서 별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청구 보완
청구 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기 발송 안내문에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코드

으로 변경

로 안내되었으나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