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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당측정 센서 보험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2019 년 1 월 1 일부터 아래와 같이 요양비 보험급여에 연속당측정(CGM) 

전극(센서)이 소모품에 포함되었습니다. 첫 처방 시 4 주 처방이 가능하며, 그 이후 

처방부터는 데이터 리포트를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 제 1 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X) 

⚫ 적용일자: 2019 년 1 월 1 일 

⚫ 급여 금액: 기준금액(70,000 원/주)의 70%, (차상위는 기준금액의 100%) 

⚫ 절차: 센서 개인구매 → 구비서류 지참 → 보험공단에 청구 → 지원금 환급 

처방기간 전체 센서 비용 공단 지원금 본인 부담금 

4 주 350,000 원 196,000 원 154,000원 

8 주 700,000 원 392,000 원 308,000원 

12 주 1,050,000 원 588,000 원 462,000원 

 

1.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이미 등록되어있는 경우 생략)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비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단,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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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환자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환자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2.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발행 

*예시처방전 첨부* (처방전 작성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데이터를 출력해야 

합니다.) 

⚫ 발행기관: 의료기관 

⚫ 처방전 발행자: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총 처방기간: 최대 90 일 이내 (단, 최초 처방은 4 주 이내) 

3. 구입처에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구입 

⚫ 웹사이트: www.medtronicmall.co.kr 

⚫ 전화번호: 02-3411-2999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공단서류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보험급여-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①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 부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1 부 (예시 첨부) 

-세금계산서 1 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구입처에서 발행 

② 제출 방법: 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원본 제출 (방문, 우편, 팩스) 

 

http://www.medtronic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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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처방전 작성 예시> 

 

*최초 발행 시에는 처방전 확인사항 생략 

*최초 발행 시 처방기간 최대 4 주, 그 이후부터는 최대 90 일(12 주) 처방 가능 

 

 

처방전 분실후 재발급시 재발급 체크 

 

홍길동 

12345678901 900101-2222222 

02-3333-3333 

010-3333-3333 

 

엔라이트 센서 

제 1형 당뇨병 내분비내과 

* 첫 처방 시 생략 

메드트로닉

 

E10.X 

4주 

5개 

* 첫 처방 시 최대 4주 

* 5개/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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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처방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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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력방법> 

두 번째 처방전부터는 처방전 확인사항에 연속당측정 데이터 내용을 기입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리포트를 출력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케어링크 가입 및 데이터 업로드 (*첨부브로셔 참조*) 

2단계: 리포트 생성 

1.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REPORTS 클릭-> 데이터 날짜 선택 

 

2.  SENSOR & METER OVERVIEW  클릭  

3. 우측 상단에 Generate Report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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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Page 2에서 데이터 내용 출력 또는 사진 촬영  

 

4단계: 병원에 데이터 제출하고 처방전 발급받기 

 



CareLinkTM Personal(케어링크 퍼스널)이 무엇인가요?
CareLinkTM Personal은 인슐린 펌프와 연속당측정(CGM) 기기, BG값의 정보를 수집하여 
리포트로 변환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온라인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전문의료진과 함께 리포트에 대해 논의하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reLinkTM Personal 가입하기
CareLinkTM Personal을 처음 시작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http://carelink.minimed.eu

계정 생성하기

첫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Sign Up Now’를 클릭합니다.

1

‘Please select a country 
and language’ 화면에서 
Asia의 ‘South Korea-English’를 
선택합니다.

2

업로드할 상태인지 확인하고 등록한 기기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로드를 위해, 인슐린 펌프와 연동된 미터기 혹은 CareLinkTM USB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8

업로드할 등록 기기를 선택하고 3번의 ‘Upload Now(지금 업로드)’를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9

CareLinkTM  Personal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당뇨사업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7층 전화 : 02-3404-3600
www.medtronic.co.kr    www.medtronic-diabetes.co.kr    MDTKORDIB03-08-2018

업로드한 데이터를 로그인 첫 화면에서 'Report' 탭을 선택하여 리포트 생성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업로드한 정보를 의료진과 공유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CareLink™ USB를 사용하여 업로드할 경우에는 인슐린 펌프를 CareLink™ USB 가까이 배치합니다.

CARELINK 

™ 
PERSONAL
케어링크 퍼스널 
시작하기



* 표시의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합니다.4

‘Term of Use and Privacy Statement’를 읽고,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항목을 
선택한 뒤,  ‘Accept’를 눌러 가입을 진행합니다.

3

I am a resi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over thirteen(13) years of age.                                            

I have read, understood and accept the Terms 
of Use and Privacy Statement.

→                    나는 만 13세 이상이다.

→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   나는 위의 Term of Use 와 Privacy   
                  Statement에 동의한다.







하단의 자동 가입 방지를 위한 ‘I’m not a robot’을 클릭하여 질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한 후, 완료 후에 ‘Submit’을 누릅니다. 
Username 중복 등의 문제가 없으면 바로 계정이 생성됩니다.

CareLinkTM Uploader(케어링크 업로더) 다운받기
인슐린 펌프의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CareLinkTM Uploader’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CareLinkTM Personal에 로그인합니다.1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우측의 ‘How to Install Uploader’ 링크를 선택합니다.2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합니다.4

2번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Download CareLink Uploader installer’3

저장한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실행합니다.5

CareLinkTM  Personal

Username(사용자 이름) Password(비밀번호)

First Name(이름)Security Answer(보안 질문 답)

City(도시) Postal Code(우편번호 5자리)

Security Question(보안 질문)Confirm Password(비밀번호 재확인)

Last Name(성) Address 1(주소)

E-mail(이메일 주소)Phone(국가번호 +82를 포함한 전화번호)



CareLinkTM  Personal

언어를 English로 
지정합니다.

6

다음 화면이 나오면 
‘Next’를 클릭하여 
설치 준비를 합니다.

7

‘Ready to Install’ 화면에서 
‘Next’를 클릭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8

설치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 
표시 바가 나타납니다.

9

설치할 때, 
USB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창의 
‘OK’를 클릭합니다.

10

‘Completing the 
CareLink Uploader 
Setup Wizard’ 화면이 
나오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Finish’를 클릭하여 
설치를 종료합니다.

11

※ 주의 : 업로더 설치 중에는 
컴퓨터의 모든 USB 장비를 
제거하십시오.



본인의 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5

인슐린 펌프의 Serial number(일련번호)를 입력하거나 혈당계 모델을 선택합니다.6

CareLinkTM Personal에 로그인합니다.1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우측의 ‘Upload Device’를 선택합니다.2

펌프 데이터 업로드하기

‘Add new Pump(새 펌프 등록)’ 또는 ‘Add new meter(새 혈당계 등록)’을 선택하여 
기기를 등록합니다.

4

※ 참고 : 혈당계는 인슐린 펌프에 저장된 BG값을 불러오는 용도입니다. 같은 브랜드일지라도, 혈당계의 모델에 따라 
호환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현재 인슐린 펌프가 다음과 같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7

Temp Basal(임시 베이잘)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알람이 울리지 않고 있다.

주입 중인 볼루스가 없다. 배터리가 충분하다.

CareLinkTM  Personal

Pump(펌프) Meter(혈당계)

업로드 팝업창이 나타날 것입니다.3

※ 주의 : 인터넷 설정에서 팝업이 허용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