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어란?
메디케어(Medicare)는 65 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65 세 미만의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의 보장 범위는?
메디케어에는 여러분의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다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 치료, 요양원 전문 간호,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비용을
지불합니다.



파트 B는 외래 환자 의료 관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파트 B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방문, 물리 치료, 앰뷸런스 이동 및 휠체어
및 보행기와 같은 의료 장비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대해서는 메디케어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의료권 안내 센터 (800) 824-0780으로 전화주십시오.
한국어는 7 번을 눌러주세요.
의료권 안내 센터(CHCR) 는 메디케어와 관련된 무료 정보 및 보조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기관입니다. 의료
권 안내 센터(CHCR)는 정부 및 민간 재단 보조금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안내 책자의 발행을 위해
Los Angeles County Area Agency on Aging MIPPA grant 에서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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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치과 치료



요양원 내에서의 비의료 간호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사회 보장 퇴직 이나 사회 보장 장애 급여를 받고 계시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입니다. 이러한 수혜 자격이 없으신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하여 월 보험료로 매달 $451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2년 파트 B 보험료는 매달 $99.90 입니다.



파트 B 연간 공재액은 $140 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 와 B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메디케어 환자 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파트 D 에 관한 보험료가 없는 플랜들을 제외하고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에 대한 보험료도 매달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약을 사실 때에도 환자
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및 풀 메디칼(full Medi-Cal)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메디칼에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메디케어 환자 부담금을 대신 지불해드립니다.

메디케어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을 통해 메디케어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실을 알아 보시려면 (800) 771-1213 로 전화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료권 안내 센터 (800) 824-0780 으로 전화주십시오.
한국어는 7 번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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