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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는 필수 의료 장비 혹은 의료적으로 요구되는 온방/냉방 시설을 

작동하는 데 드는 추가 경비 부담을 위한 연간 $140의 지급액이며, 이는 탄소 가격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자격 
이 지급액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이들의 간병인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특정한 필수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하거나 가정에서 추가적인 온방/냉방 사용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질환이 있다.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혹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발급한 연방정부 할인 

카드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 해당 장비 운영과 연관된 에너지 비용 납부에 기여한다.  
 
귀하가 국방부 혹은 재향 군인회의 일원일 경우,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웹사이트인 

www.dva.gov.au/householdassistance 를 방문하여 해당 자격과 지급액 내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해당되는 의료 장비  
아래의 장비가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자격에 해당됩니다. 

• 가정용 투석기 

• 가정용 산소 호흡기 

• 가정용 인공호흡기 

• 가정용 비경구 혹은 장 공급장치 

• 산소 발생기 

• 심장 펌프 

• 흡입 펌프 

• 유아 수면 중 무호흡증 모니터 – 수면 중 무호흡증 에피소드 후에 의료 전문인이 처방 

• 의료용 분무기 – 매일 사용 

• 양압 호흡기 

• 광선 요법 장비 

• 에어 매트리스 진동기 

• 전기 휠체어 

• 인슐린 펌프. 
 
해당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장비가 전기, 천연 가스, 액화 석유가스, 디젤, 가열 오일, 휘발유 혹은 등유로 

작동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는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에 해당 자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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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환  
의료적으로 요구되는 온방/냉방 관점에서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에 해당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래 특정 질환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자신의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없음을 의료 전문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 T7 레벨 이상의 척수 부상 

• 뇌졸중 

• 뇌손상 

• 퇴행성 신경질환 

• 근육 위축증 

• 신체 표면의 20퍼센트 이상이 전층 (3도) 화상 

• 땀샘의 선천성 결핍 혹은 발육불량을 포함한 발한 희귀 질환 

• 만성 홍색피부증. 
 
신청 

humanservices.gov.au/householdassistance 에서 Online Services 옵션을 선택하여 이 지급액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상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차후 연도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급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날 당일과 매년 이 날짜에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 및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청인이 아닐 경우)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부양 자녀는 이 지급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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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 

The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 is an annual $140 payment to cover the additional costs of 
running essential medical equipment or medically required heating/cooling, that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price. The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 commences on 1 July 2012. 
 
Eligibility 
The payment will be available to people with medical needs or their carers, who: 

 use certain essential medical equipment, and/or have certain medical conditions that medically 
require the use of additional heating/cooling in their home 

 are covered by a Commonwealth concession card issued by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or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contribute to the energy costs associated with running the equipment.  
 
If you are a member of the defence or veteran community, visit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t 
www.dva.gov.au/householdassistance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eligibility and payment details. 
 
Qualifying medical equipment  
The following equipment attracts an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 

 home dialysis machine  

 home ventilator  

 home respirator  

 home parenteral or enteral feeding device  

 oxygen concentrator  

 heart pump  

 suction pump  

 infant apnoea monitor – prescribed by a 
medical practitioner following apnoeic 
episodes  

 nebuliser – used daily  

 positive airways pressure device  

 phototherapy equipment  

 airbed vibrator  

 electric wheelchair  

 insulin pump.  
 
To be eligible, the equipment must be powered by electricity, natural gas, liquid petroleum gas, diesel, 
heating oil, petrol or kerosene. Equipment not listed above will not attract an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  
 
Specified medical conditions  
To qualify for the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 in respect of medically required heating/cooling, a 
medical practitioner must certify the person with medical needs is unable to regulate his or her body 
temperature due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pecified conditions:  

 spinal cord injury at or above the T7 level 

 stroke 

 brain injury  

 a neurodegenerative disorder  

 the muscular dystrophies  

 full thickness burns covering more than 20 per cent of the body surface area  

 rare disorders of sweating including congenital absence or mal-development of sweat glands  

 chronic erythrodermas.  
 
Applying 
You can apply for this payment online at humanservices.gov.au/householdassistance by selecting the 
Online Services option. You will not need to reapply in future years unless your personal circumstances 
change.  
 
To receive this payment, you will need to be in Australia on the date the claim is lodged and on the 
anniversary of this date in subsequent years. You and the person with medical needs (if not the claimant) 
must be residing at the same address. Dependent children are not able to claim this pay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