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십니까?
메디케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7일, 오전 8시-오후 8시 (현지 시간),
•주
안내전화 1- 800-351-4469, TTY 711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MedicareMadeClear.com을
방문하십시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 Medicare.gov를 방문하십시오.
• 하루 24 시간, 주 7일, 1-800-MEDICARE
(1-800-633-4227), TTY 1-877-486-2048,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주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 (SHIP)으로
전화해 귀하가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메디케어 선택
이해하기

메디케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
(Medicare Made Clear )
TM

답변 시리즈

메디케어 A, B, C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면, 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지불하는 카페테리아식 플랜을
찾고 계시거나 한 플랜에 모든 것을
통합하는 플랜을 원하신다면 본
안내서가 세세히 분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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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내용:
••메디케어 플랜들 사이의 차이점
이해하기
••언제 귀하가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Y0066_120706_083746K

귀하의 필요에 맞는 맞춤
메디케어 플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선택
1 단계
가입 자격이 되면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일반 메디케어 (파트 A 및 B)
• 연방정부에서 제공
• 병원 진료, 의사 방문 및 기타 외래 진료
혜택
• 처방약 혜택을 포함하지 않으나 단독
처방약 플랜 추가 가능
• 파트 A 및 B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과 협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
• 병원 비용, 의사, 외래 진료를 한 플랜에
모두 통합
• 많은 플랜이 처방약 혜택을 포함함
• 청력, 시력 및 치과 혜택과 같은 추가
혜택 포함 가능
•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과 결합할 수
없음
귀하는 자격이 되십니까?
• 귀하가 65세 이상이시면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또는 귀하가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미국 시민이거나 적어도 연속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거주자여야 합니다.

+
병원 입원
혜택

의사 및
외래환자
방문 혜택

정부 제공

2 단계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선택 1
일반 메디케어를 유지하면서
다음을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파트 A 및 B에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
민간 회사에서 제공
및/또는

또는

선택 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파트 A 및 B를
결합

추가 혜택

메디케어 파트 D
대부분의 플랜이
처방약 혜택 제공
처방약 혜택 제공
민간 회사에서 제공

민간 회사에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