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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 자격을 충족한 경우

※ 자격 확인 결과는 신청 후 2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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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 자격 요건을 확인불가 또는
미충족한 경우

※ 자격 확인 결과는 신청 후 2일 이내 통보되며,
자격 확인 불가/미충족 시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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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급방법 비고

온라인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서류 발급(출력 혹은 팩스 수신)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수

팩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연결 후 팩스 발급 요청

방문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후 서류 발급

※ 증빙자료 제출 안내

구분 제출 서류
바우처 신청자와 건강보험

가입자가 동일인인 경우

바우처 신청자와

건강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직장 피부양자 등)

1 O O

2 O O

3 O O

4 X O

5 X O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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