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개요  

This is an Official U.S. Government Product

메디케어는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위한 건강 보험입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 신장 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 (투석 혹은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이상) 

메디케어의 각각 다른 파트들  
메디케어의 각각 다른 파트들은 특정한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  

 �  병원 내의 입원 치료를 처리하는 것을 도움
 �  전문적인 양로원, 호스피스 및 가정 진료를 처리하는 것을 도움 

메디케어 파트 B (의료 보험) 

 �  의사 및 다른 의료 전문인들의 서비스, 외래 환자 진료, 견고한 의료 기구 및  
 가정 진료를 처리하는 것을 도움 
 �  귀하의 건강을 유지하고 특정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예방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을 도움 

메디케어 파트 C (또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로 알려짐)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 보험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 플랜 옵션을 제공함.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파트 A와 파트 B에 의해 처리되는 혜택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임. 대부분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처방약 처리(파트 D)를 처리함. 
일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추가의 비용으로 추가의 혜택을 포함할 수도 있음. 

메디케어 파트 D (메디케어 처방약 처리) 

 �  처방약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을 도움
 �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도움. 
 �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 보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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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의료 보험 

단계 2: 처방약 처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 결정 

파트 D 
처방약 처리 

단계 3: 보충 처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 결정

종료

      파트 C（HMO 혹은 PPO）  

파트 C 
파트 A, 파트 B 그리고 일상
적으로 파트 D를 결합함

파트 D  
처방약 처리 (대부분의 메디
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처방
약를 처리합니다. 이미 포함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부 플
랜 유형에서 처방약 처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리 선택권 개요   
귀하의 메디케어 처리를 받는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어느 방법이 귀하가 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지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러한 단계들을 사용하십시오.  

   시작   

단계 1: 보험처리를 어떻게 받을 지 결정함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혹은    

귀하가 메디케어 어드벤지티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 메디케어 보충 보험 
 (메디갭) 증권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파트 A
병원 보험

 

단계 2: 처방약 처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 결정 

메디케어 보충 보험 
(메디갭)
증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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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도움 받기

일반적인 혹은 특정한 메디케어 정보 및 중요한 전화번호를  

받으려면 1-800-MEDICARE(1-800-633-4227)에 전화하십시오.  

영어 혹은 스페인어 외의 언어로 무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 담당직원에게 말하기 위해“에이전트”라고  

말하십시오. 청각장애자용 전화 사용자들은 1-877-486-2048로  

전화해야 합니다. 

귀하 거주 지역의 메디케어 건강 및 처방약 플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받고, 참여 의료 전문인 및 공급업체를 찾으며, 진료의  

질에 대한 정보 등을 받으려면 www.medicare.gov를  

방문하십시오. 

새로운 소식에 대해 알기 위해, 귀하의 메디케어 비용을 알기  

위해, 그리고 메디케어가 무엇을 처리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가장 최근에 나온“메디케어와 귀하”핸드북을  

보십시오. 

메디케어 처리, 청구, 항소 및 제한된 수입 및 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무료 개별 상담을 받기 위해 귀하  

거주지역 주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 (SHIP)에 연락하십시오. 

1-800-MEDICARE에 전화하거나 귀하 거주지역의 SHIP을 위해 

전화번호를 찾는 www.medicare.gov 를 방문하십시오. 

거주지역의 자원을 찾기 위해서,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간 진료를 계획하기 위해서 노인국의 웹사이트 www.aoa.gov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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