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고지 일정 및 납부 안내
자격 및 보험료 부과

○ 가입대상 유학생
일반연수
○ 취득일자
… 건강보험 급여 혜택 시작일
○ 보험료 평균 보험료의 를 경감하여 만 부과
(

)

(

) 2021.

(

(D-2),

(D-4)

3. 1.

)

70%

30%

○

보험료 고지금액 및 발송주소
고지금액)

(

⇒

원

43,490

4

월분

원

39,540

⊕

월 정산분(1회)

3

※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발송주소
○ 납부방법

원

3,950

(

)

주민센터,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신고한 거소지

(

)

자동이체 출금, 가상계좌 송금, 보험료 고지서 수납 등

※ 지사와 외국인 센터는 카드 수납만 가능(금융기관은 현금도 납부 가능)

○
○
○
○
○
○

보험료 고지 일정 및 급여 제한
(‘21. 3.

10.)

이메일 및 모바일 고지서 발송

(‘21. 3.

12.)

종이류 고지서 일반 우편 발송

(‘21. 3.

23.

(‘21. 3.

25.) ’21.4

(‘21. 3.

26.

(‘21. 4.

01.)

19:00) ’21.4

월분 자동이체 청구 자료 생성

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 자동이체 출금

18:00) ’21.4

월분 자동이체 청구 결과 반영

보험료 체납자 급여 사전 제한

○
○
○
○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신청자격) 납부의무자

(

자동이체 유형) 통장 계좌(200원 감액), 신용 카드(200원 감액)등

(

전자고지 유형) 이메일고지(200원 감액), 모바일고지 등

(

신청방법) 방문, 유선(고객센터*), 팩스(외국인민원센터 지사) 등

(

(한국어) 1577-1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
※ 자격부과 업무는 외국인 센터로만,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은 지사 방문 가능
*

서울외국인민원센터 및 지사 팩스 및 주소 현황(홈페이지 기준)
지사명

팩스

주소

서울외국인민원센터

02-3275-8135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쓰 사무동 3층

강남동부지사

02-3275-8446

강남구 테헤란로 328 (역삼동, 동우빌딩), 8층

강남서부지사

02-3275-8326

강남구 강남대로 390, 5층 (역삼동)

용산지사

02-3275-8542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 8층(한강로2가,

성동지사

02-3275-8562

성동구 청계천로 546, 3층(마장동)

광진지사

02-3275-8482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105호(구의동)

강동지사

02-3275-8664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

강서지사

02-3275-8306~8

관악지사

02-3275-8425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13층(봉천동, 대교타워)

강북지사

02-3275-8722

강북구 솔매로50길 43, 5층 (미아동)

도봉지사

02-3275-8742

도봉구

구로지사

02)3275-8405

구로구 경인로 401(고척동)

노원지사

02-3275-8386

노원구 노해로 447, 3층(상계동)

서대문지사

02-3275-8702~5

동대문지사

02-3275-8365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안동 416-6) 동보빌딩 6층

마포지사

02-3275-8267

마포구 성암로 179, 6층(상암동,한샘상암)

서초남부지사

02-3275-8227

서초구 사임당로 32, 3층(서초동 재우빌딩) 재우빌딩3층~5층

성북지사

02-3275-8504-5

금천지사

02-3275-8622

송파지사

02-3275-8255

송파구 올림픽로 289, 2층(신천동)

영등포북부지사

02-3275-8762

영등포구 여의나루 60(여의도동, 포스트타워여의도5층)

동작지사

02)3275-8642-5

양천지사

02-3275-8525

양천구 목동서로67, 7층(목동,우성에펠타운)

영등포남부지사

02-3275-8206

영등포구 당산로 238, 5층(당산동6가)

서초북부지사

02-3275-8782

서초구 방배천로 91, 12층(방배동)

원주횡성지사

033-749-6210

원주시 만대공원길 14-6(무실동)

은평지사

02-3275-8605,8616

강남북부지사

02)3275-8682

강남구 압구정로 38길 7(신사동) 건강보험빌딩

종로지사

02-3275-8286

종로구 청계천로35, 15~16층(서린동, 관정빌딩)

중구지사

02-3275-8347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8층

중랑지사

02-3275-8587

중랑구 면목로 310, 8층(면목동, 극장빌딩)

춘천지사

033-749-9503

춘천시 공지로494번길 4(근화동)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033-650-5801

강릉시 송정길 1(송정동)

동해지사

033-650-5840

동해시 한섬로 135 (천곡동)

태백정선지사

033-650-5860

태백시 황지로 72

속초지사

033-650-5821

속초시 동해대로 4044 (조양동)

삼척지사

033-650-5880

삼척시 오십천로 487(정상동)

홍천지사

033-749-9521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45(태학리)

평창영월지사

033-650-5900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75

아스테리움)

4층(길동,KT강동빌딩)

강서구 강서로 412 (등촌동, 영광빌딩2,3층)

도봉로 110길 25, 4층 (창동, KT 도봉지사)

서대문구 통일로 413, 4층(홍제동)

성북구 화랑로 35, 2층(하월곡동)
금천구 시흥대로 415,2층(독산동)

동작구 노량진로74(대방동)유한양행빌딩 14층

은평구 통일로71길 16, 2층(대조동)

※ 서울외국인민원센터는 0100390@nhis.or.kr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