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방문자 및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호주에서는 해외 방문자 및 유학생들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효한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 여권 소지 해외 방문자 및 유학생이 치료 및/또는 수술 때문에 Royal Perth Hospital, 

Armadale Hospital, Bentley Hospital 또는 Kalamunda Hospital를 이용할 경우, 아래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병원 서비스 수수료 

응급실  
$384* - $2,215 

*기본비/보증금 필요함 

입원 – 당일 $2,682 

입원 – 1박 $2,869 

방사선과 
외래 & 응급실- $339 부터 

입원 – 다양한 수수료 

병리학과 
외래 & 응급실 – 다양한 수수료 

입원 – 다양한 수수료 

보철물 다양한 수수료 

외래 진ㄹ $339-$351 

약품 

약품은 해외 부적격 환자에게는 할인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당일, 

퇴원시 및 외래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비용대로 부가됩니다 

(조제 및 처리 수수료 포함). 입원 환자용 고가 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RHCA 환자의 경우 비 PBS 약품에 대해 비용이 

부가되며 당일, 퇴원 시 및 외래 환자에게 제공되는 PBS 약품에 대해서는 

최고 $42.50까지입니다 (조제 및 처리 수수료 포함). 

임상 치료 수수료, 치료 및 

수술비 
호주 의사 협회 의료 서비스 목록에 있는 해당 항목의 100% 비용 부가 가능.  

해외 방문자 및 유학생은 여권, 보험 내역 및 유효한 신용 카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입원시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보증금을 부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방문자의 경우, 보험으로 모든 병원 관련 비용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 환자 자비 부담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험회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은 환자의 책임입니다.  

입원 관련 문의는 해외 환자 연락 직원 (Overseas Patient Liaison Office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ph.oplo@health.wa.gov.au, 전화 (08) 9224 3594 또는 휴대폰 0404 894 08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응급실에 대한 문의는 ED 환자 연락 직원 (ED Patient Liaison Office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ph.edplo@health.wa.gov.au, 전화 (08) 9224 7030 또는 휴대폰 0404 894 04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계산서, 인보이스 및 지급 관련 문의는 EMHS 어카운트 직원 (EMHS Accounts Receivable)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MHS.AR.General@health.wa.gov.au, 전화: 1300 715 588 또는 우편 (주소: PO 

Box 8529, Perth WA 6849)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호 의료 협정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 -RHCA) 

RHCA는 영국 (노던 아일랜드 포함), 아일랜드 공화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슬로베니아 출신의 방문자들이 호주를 방문할 때 필수적인 의료비를 커버합니다. 이탈리아와 

몰타 출신의 환자는 호주 도착 후 첫 6개월 동안만 커버됩니다. 환자의 여권이 제시되고 RHCA 적격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환자에게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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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대상이 되는 전염병  

통지 대상이 되는 일부 전염병에 대한 치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비통지대상의 병리/질환에 대한 다른 

모든 치료는 부가 대상이 됩니다.  

WA에서 제공되는 대안적 의료 서비스 

비응급성 치료에 대한 보다 저렴한 대안을 원하신다면, GP (1차 일반의) 클리닉에 연락하십시오. 호주 

정부의 Healthdirect 웹사이트 (www.healthdirect.gov.au)에 가시면 여러분 인근 지역의 GP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Healthdirect에 직접 1800 022 222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응급 

상황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해외 환자 – 자주 묻는 질문들  

해외 방문자입니다. 제 의료비는 본인 부담인가요? 

호주를 찾는 해외 방문자들은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분의 본국과 호주가 상호 의료 협정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을 맺은 경우 (아래 질문 

참고). 

• 여러분의 보험이 치료 비용 전액을 다 커버할 경우. 

• 연방 보건부로부터 메디케어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얼마를 내게 되나요?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이 전단지의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상 전문의로부터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가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불액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해외 환자 연락 

직원 (Overseas Patient Liaison Officer)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료가 비응급성이거나 비필수적일 

경우, 좀더 저렴한 치료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Healthdirect 웹사이트 

www.healthdirect.gov.au/에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GP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Healthdirect로 1800 

022 222번으로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 치료비의 어느 정도가 보험으로 커버될까요? 

일부 보험회사는 여러분의 치료 비용 전액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는지의 여부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가능한 빨리 여러분에게 계산서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병원 퇴원시 부분적으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계산 금액을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또 받으실 겁니다.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응급실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환자 연락 직원 (Patient Liaison Officer)이 현금, 

수표, EFTPOS 등의 지불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는 계산서에도 지불 방법이 제시됩니다.  

서류 작업이 복잡한가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작성해야 할 서류 작업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퇴원 후 인보이스를 받으시면, 그걸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거나, 여러분이 직접 지불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보이스에는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작업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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