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이 현재 시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옵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돕고자 뉴욕시 노인국의 HIICAP
또는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Counseling and Assistance
Program(건강 보험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 “Medigap” 보험, Medicare
Advantage 건강 플랜, Medicare 파트 D, Medicare 프로그램 및 Medicare
등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한 정보는 인쇄 당시의
최신 정보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IICAP는 뉴욕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한 건강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최신의 공정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HIICAP 상담 라인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뉴욕시 노인국 상담 전화
라인(212-244-6469)으로 전화하여 HIICAP을 요청하면 저희 전문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HIICAP 상담사는 저희 상담소에서 여러분과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상담 전화 라인으로
연락하시면 가장 가까운 곳의 상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정 건강 관리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뉴욕시 노인국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yc.gov/aging
https://aging.ny.gov/programs/medicare-and-health-insurance
본 프로젝트는 Washington D.C 20201의 미국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공동체
생활 관리 사무소)와 보건복지부가 일부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허가 번호는
90SAPG00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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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보장범위 선택사항
Medicare 가 있는 누구나 자신의 보장범위를 어떻게 제공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Medicare 와
Medicare Advantage(Medicare 우선 혜택) 플랜입니다.
다음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 트리입니다.
보장범위를 제공받을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기존 Medicare
(레드, 화이트 및 블루 카드)
파트 A
병원 보험

파트 B
의료
보험

보조 보장범위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추가 보장범위는 Medicare 파트 A 와
파트 B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 건강보험 보장범위, Medigap
및 Medicaid 가 포함됩니다.

또
는

Medicare Advantage (MA)
(HMO, PPO, HMO-POS)
Medicare Advantage(Medicare 우선 혜택)
플랜은 Medicare 파트 A, 파트 B 혜택
뿐만이 아니라 처방약 보장범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파트 D 혜택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사기업이 제공합니다.
Medicare Advantage(Medicare 우선 혜택)
가입자는 Medigap 보험증권이나 개별
파트 D 플랜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끝
처방약 보장범위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파트 D - Prescription Drug Plan(처방약
보험 플랜, PDP)
사기업이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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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국민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인과 신부전증(말기 신부전증, ESRD)이 있는 개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Medicare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A - 병원 보험
파트 B - 의료 보험
파트 D - 처방약 보장범위
Medicare 수혜자는 기존 Medicare를 통해 Medicare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거나 파트 C로
불리는 Medicare Advantage Plan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플랜으로 관리 의료를 통해 모든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
혜택과 파트 D 처방약 보장범위를 제공합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는 개인은
“기존 Medicare”가 아닌 개인별 플랜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당 선택 사항의 요약
차트는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Medicare 가입 자격이 주어지나요?
• 연령: 65세 이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Medicare 가입 자격이 충족됩니다.
o 미국 시민권자 또는
o 법적 영주권자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개인(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 65세 미만은 다음의 경우에 Medicare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o 24개월 간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을 제공받은 후.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환자는 SSDI를 제공받는 첫 달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o 말기신부전(ESRD)이 있는 개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Medicare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동성 배우자 포함) 또는 자녀는
영구신부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았거나,
또는 가족 중 Medicare에 가입한 개인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Medicare 가입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 A와 파트 B의 가입 자격 간 차이점:
• 65세에 보험료 없이 파트 A 가입 자격을 충족하려면 본인이나 배우자(동성 배우자
포함)가 (40분기의 보장범위를 획득하여) 사회 보장국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0분기 보장범위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65세에 파트 A 보험료를 지불하면
Medicare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파트 B 가입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40분기 보장범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5년 연속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본인의 Medicare 가입 자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Medicare를 신청하려면 1-800-7721213(1-800-325-0778
TTY)번으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회보장국)에
전화하십시오. 또한 www.socialsecurity.gov에서도 Medicare 신청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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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일부 개인은 자동으로 Medicare에 가입되는 반면, 기타 개인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LEP) 및/또는 의료 보험 보장의 차이를 피하기 위해 파트 A와 파트
B의 가입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개인은 가입 자격을 최초로 충족했을 때 자동으로 Medicare에 가입됩니다.
➢ 65세가 되었을 때 이미 사회 보장 연금(SSA)이나 철도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Medicare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인은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65세 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Medicare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파트 A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Medicare
파트 B 혜택 수혜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Medicare 카드와 함께 배송된 지침을
따르기 바랍니다.
➢ 장애인 사회 보장 보험(SSDI) 혜택을 받는 경우, 24개월 동안 연속으로 장애인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나면 자동으로 우편을 통해 Medicare 카드를 받게 됩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파트 A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Medicare 파트
B 혜택 수혜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Medicare 카드와 함께 배송된 지침을 따르기
바랍니다.
65세 생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65세가 되었을 때
Medicare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초기 가입 기간, 특별 가입 기간 및 일반 가입
기간의 세 가지 가입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65세가 되었을 때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Medicare 파트 B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Medicare에 가입할 수 있는 7개월 간의 초기 가입 기간(IEP)이 주어집니다. IEP는 65세
생일 3개월 전, 65세가 되는 달, 그리고 65세 생일 3개월 이후입니다. 파트 B에 가입한
시간에 따라 파트 B 보장범위 시작 시점도 달라집니다.
➢ 생일 3개월 전에 가입하는 경우, Medicare 보장범위는 생일을 맞은 달의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 생일을 맞은 달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는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 생일 1개월 후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는 2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 생일 2-3개월 후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는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참고: 생일이 1일인 개인의 Medicare 가입 자격은 전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7 개월 초기 가입 기간은 언제인가요?

3 개월 전
65 번째 생일

65 번째
생일을 맞는
달

3 개월 후
65 번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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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현직으로 근무 중인 동시에 해당 현재/현직 고용주나 조합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음 가입 자격이 생겼을 때 Medicare 파트 B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 B 가입이 필수인지 여부는 고용주나 조합에 연락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고용주 기반 보험 보장범위가 있는 경우,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또는 정규직
고용주 기반 보험 보장범위를 상실한 달로부터 8개월 동안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는
SEP(특별 가입 기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고용주는 고용 기반 건강 보험 보장범위를
문서로
증명하는
양식인
CMS-L564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https://www.cms.gov/Medicare/CMS-Forms/CMS-Forms/Downloads/CMS-L564E.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과 CMS-40B (파트 B 가입 신청서)에 본인의 파트B 혜택이
시작하기 원하는 년도와 월을 표시하여 소셜시큐리티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주 기반 보험에 가입된 분들을 위한 팁:
✓ Medicare 파트 A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더 이상 의료 저축 계정(HSA)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파트 A 가입에 대한 정보는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BRA 보장범위는 정규직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이 아니며 그에 따른 특별
가입 기간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 특별 가입 기간은 언제인가요?

또
는

고용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 동안

고용주 기반 보험 혜택이 끝난 후 8 개월 후

일반 가입 기간(General Enrollment Period, GEP)
IEP(초기 가입 기간) 동안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현직 고용주 기반 보장범위로 인한
SEP(특별 가입 기간) 자격이 없는 경우 파트 B에 가입하려면 일반 가입 기간(GEP)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GEP는 매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이나, 파트 B 보장범위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추가로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은 Medicare 파트 B나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 보장범위가 없었던 기간
12개월마다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벌금입니다. 이는 파트 B 가입을 12개월간 미뤘을 경우
이번 연도의 기본 파트 B 보험료에 따라 파트 B 보험료 + 10% 보험료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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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혜택을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십시오. 1-800-772-1213로 전화하거나,
지역 사회 보장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www.socialsecurity.gov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

2월

3월

파트 B 가입
1 월 1 일 - 3 월 31 일

4월

5월

6월

7월
보장범위 시작
7월1일

Medicare 파트 A 가입은 파트 B 가입보다 제약이 덜합니다. 65세에 보험료 없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은 언제든지 Medicare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범위는 소급으로 6개월까지 보장이 가능하나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기 전의 날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을 통한 40분기 보장범위를 달성하지 못한 개인은 보험료를
내고 파트 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가입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1월 1일-3월 31일간의 일반 가입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고, 보장범위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늦은 보험 가입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카드 재발급: 이전의 Medicare 카드는 신원 증명을 위한 사회 보장 번호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모든 Medicare 수혜자에게는 무작위로 배정된
식별자가 포함된 Medicare 카드가 발송되었으며, 이 번호는 Medicare 수혜자
식별자(MBI)라고 합니다. MBI는 대문자와 숫자를 모두 포함하는 1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중 하나가 다른 배우자의 고용 기록에 따라 Medicare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고유한 MBI를 받게 됩니다. Medicare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1-800-MEDICARE로 전화하거나 MyMedicare.gov 계정에 로그인한 후 새 카드를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Medicare 프로그램의 선택 사항
Medicare 수혜자는 자신의 혜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 페이지 선택 트리
참조). 이들은 파트 A와 파트 B 적용 서비스 모두에 레드, 화이트, 블루 Medicare 카드를
사용하는 기존 Medicare의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사기업이 모든 Medicare 혜택을 제공하는
Medicare Advantage을 통해 Medicare 혜택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가입자는 Medicare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섹션은 기존의
Medicare가 운영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존 Medicare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Medigap 보험에 관한 정보는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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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파트 A 혜택
Medicare 파트 A는 입원 치료, 전문 간호 시설 치료, 재택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를
보장합니다.

Medicare Advantage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 플랜을 통해서 파트 A 혜택을 받으며
Medicare에 비용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원 치료:
Medicare는 혜택 기간에 Medicare가 승인한 종합 병원 또는 정신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호의 최대 90일분 비용을 지불합니다. 혜택 기간은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에 시작해서
병원이나 전문 간호 시설에서 퇴원한 후 연속 60일 동안 계속됩니다. 한 번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입원 환자 병원의 간호를 받을 때마다 또 다른 혜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Medicare 수혜자에게는 각 혜택 기간 90일차 이후 사용할 수 있는 60일 간의 평생 예약일이
있습니다.
Medicare는 정신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신과 입원 치료에 대해 최대 190일의 입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190일이 소진되면 Medicare는 종합 병원에서 제공한 입원 환자 정신과 치료에
대한 비용만을 추가로 지불할 것입니다.
Medicare 파트 A는 입원 중 2인용 병실, 식사, 정규 간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약물, 의료
공급품, 실험실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위한 비용 지불을 돕습니다. 또한 수술실 및 회복실,
정신 건강 서비스, 중환자실 및 관상동맥 집중 치료실,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타 모든
서비스와 공급품 비용도 보장됩니다.
전문 간호 시설 치료:
전문 간호 시설(SNF) 치료는 병원 입원 최소 3일 후(퇴원일 제외)에 Medicare 파트 A에 따라
보장됩니다. Medicare는 혜택 기간 중 최대 100일까지의 SNF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관찰 상태
병원은 Medicare 수혜자가 “관찰” 대상으로 24 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 수혜자에게
Medicare 외래 환자 관찰 통지(MOON)를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관찰은 파트 A 가 아닌
파트 B 의 보장을 받으며 전문 간호 시설에서 Medicare 파트 A 보장범위를 허용하는 최소
3 일 입원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택 간호: Medicare는 여러분이 외출을 할 수 없고 상해 또는 질환으로 인해 전문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택 간호 기관이 제공하는 재택 간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택
간호는 파트 A나 파트 B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며 100% 보장됩니다. 파트 A는 최소 3일
입원이나 SNF의 보험이 보장되는 요양 후 100일까지의 재택 간호를 보장합니다. 파트 B는
기타 상황의 재택 간호를 보장합니다. 재택 간호 자격을 충족하는 데는 기존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호 서비스는 종일이 아닌 시간제나 간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는 전문 간호,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및 언어 치료를 포함한 전문 간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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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 재택 건강 보조인 및 의료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Medicare와 Medicaid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으며 Medicaid가 보장하는 재택 치료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장기 관리 치료(MLTC)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MLT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호스피스 간호: 불치병을 앓고 있는 Medicare 수혜자는 일반 Medicare 혜택 대신 호스피스
간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제공되며 불치병 및 관련 질환에 대한 물리
치료, 상담, 처방약,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트 A 비용(2021)
보험료: 보험료는 대부분의 경우 면제되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40분기의 사회 보장
보장범위를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40분기의 사회 보장 보장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파트 A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사회 보장 보장범위가 30분기 미만인 경우 파트 A의 월 보험료는 $474입니다.
사회 보장 보장범위가 30분기에서 39분기 사이인 경우 파트 A의 월 보험료는
$259입니다.
o QMB Medicare Savings Program(QMB Medicare 저축 프로그램)은 파트 A
보험료 무료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개인을 위해 파트 A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41쪽을 참고하십시오.
입원 비용:
공제금: 수혜 기간당 $1,484(1일차에서 60일차까지 충당)
추가 비용 공유:
• 61일차에서 90일차에 해당되는 날은 1일당 $371
• 평생 예약일 1일당 $742(60일)
전문 간호 시설 비용:
1일 차-20일 차: Medicare가 100% 비용 지불
21일차-100일차: 1일당 $185.50
혜택 기간 중 100일 이상 전문 간호 시설에서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1일째부터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전문 간호 시설에서의 입원은 장기 간호가
아닙니다.

Medicare 파트 B 혜택
Medicare 파트 B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공급품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 청구서에 대한 비용 지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사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받은 곳이 자택인지, 진료소인지, 클리닉인지, 양로원인지, 병원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됩니다. 파트 B가 보장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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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의사 서비스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첫 3파인트 이후의 혈액
구급차 이송
물리, 언어 및 작업 치료
예방 및 검사 서비스
독감, 코비드 19, 폐렴 및 B형 간염 백신
주사
엑스레이
실험실 검사(100% 보장)
내구성 의료 장비
의료품/의무 보급품(혈당 모니터에 사용되는 테스트 스트립 및 랜싯 포함)
재택 간호(8페이지 참고)

Medicare는 정기 시력 관련(안경), 보청기, 치과 치료, 연간 정기 검진 및 기타 제외되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Medicare Advantage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 플랜을 통해 파트 B 혜택을 받으며 Medicare에
비용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파트 B에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Medicare 파트 B 수혜자에게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월 보험료, 연간 공제금 및 공동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경우 지급 비용에서 월
보험료가 미리 공제됩니다. 사회 보장 연금을 받지 않는 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분기별
보험금이 청구됩니다.

파트 B 요금(2021)
월 기본 보험료는 $148.50입니다. Medicare 수혜자의 약 4%는 이 금액보다 적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 고소득자(개인 $88,000 이상, 기혼자 $176,000 이상)는 소득 관련 월 조정
비용(IRMAA)으로 알려진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2년 전의 소득
신고서를 살펴보고 IRMAA를 내야 할 개인을 결정하게 되며, IRMAA는 매년 다시
평가됩니다. 예로 SSA는 2021년에 여러분의 2019년 소득 신고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SSA-44 양식을 제출해 SSA에 인생의 큰 변화로 인한 IRMAA 계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www.ssa.gov/forms/ssa-44-ext.pdf). 현 IRMAA 금액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6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연간 공제금: $203
공동 보험금: 20%(Medicare가 승인한 비용의 80%는 Medicare가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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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Medicare로 비용 공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Medicare로 비용 공유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Medicare 보조 보험, Medigap)는 Medicare 수혜자가
Medicare가 보장하지 않는 비용 중 본인 부담 부분을 지불할 수 있게 돕습니다. Medigap
보험은 Medicare가 상환하는 비용의 “격차”를 메꿀 수 있게 돕는 대신 Medicare 보장범위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Medigap 정책에 대한 정보는 1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퇴직자/조합 혜택은 기존 Medicare에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정책을 이해하려면
혜택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Medicaid는 여러분이 Medicaid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한 Medicare 비용 공유를 커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4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Medicare 프로그램과 맺기로 하는 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의 범주는 여러분이 제공된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참여”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비참여” 공급자가 될 수도 있으며, Medicare
프로그램에 “선택적 참여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공급자가 “참여” 공급자인 경우, 해당 공급자는 항상 Medicare 허용 비용을 완전
비용 지불로 수락할 것입니다(파트 B 공제금 지불 후에는 Medicare가 80%를 지불하고,
수혜자가 20%를 지불함). 서비스 공급자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알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이 Medicar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자이신가요?”라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진료 예약을 할 때 묻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진료 예약 당일에 해당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참여” 서비스 공급자는 여전히 Medicare 프로그램과 관계를 맺고 있으나, Medicare
수혜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에서 “참여” 서비스 공급자와 다릅니다. 비참여 서비스 공급자는
각 비용 청구(클레임)에서 “배정된 사항을 수락”하거나 “배정된 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비참여 공급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 “의사 선생님이 제
클레임에 대한 배정을 수락하실까요?”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공급자가 배정을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의사는 Medicare가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해 승인한 금액을 수락할 것이며, 파트 B 공제액 지불 후 여러분께 20%
공동 보험금 이상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부분의 서비스의 경우).
➢ 서비스 공급자가 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비용은 “제한 비용”에
적용되며, 이는 Medicare가 승인한 금액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연방 제한 요금은
15%입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의 제한 요금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의사 서비스의 경우, 의사가 배정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사는 재택 간호 및 진료소 방문을 제외하고 Medicare 허용
비용의 5%를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택 간호 및 진료소 방문의
경우에는 연방 제한 요금의 최대 15%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o 참고: 배정 사항을 수락하지 않는 공급자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 당시에
전체 비용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Medicare에 클레임을
제출하게 되며 Medicare는 수혜자에게 80%를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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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re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반드시 치료를 받고자 하는
Medicare 수혜자와 비공개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 공급자는 각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환자는 Medicare가 의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혜자에게 비용을 상환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Medicare Supplement Policy(Medicare 보조 보험, Medigap) 역시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Medicare 수혜자는 Medicare에 참여하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해서 Medicare 보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 미적용에 대한 수혜자 사전 통지
기존 Medicare에는 필요한 사전 허가가 없습니다. Medicare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모두 지불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용 공유가 적용됩니다.
서비스 공급자에게 Medicare 가 서비스를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그에 따른 클레임 수락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공급자는
수혜자에게 Medicare 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서비스에 대해 표시한 “Advance
Beneficiary Notice of Non-coverage(수혜자 보험 미적용 사전 통지, ABN)”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면 통지에는 해당 서비스, 서비스 제공 일자, Medicare 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수혜자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이 서비스 비용을 책임질 것을 수락한다는 증거로 서명하는 공간을 반드시 가재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유효한 ABN 에 서명하지 않은 한 해당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ABN 은
Medicare 가 절대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수혜자가 항상 직접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예:
보청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ABN 이 존재하더라도 수혜자에게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BN 예시는 13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dicare 요약 통지서
Medicare 요약 통지서(MSN)는 각 분기마다 한 번씩 Medicare 배정 사항을 수락한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파트 A 및/또는 파트 B 비용 청구를 진행한 Medicare 수혜자에게 발송됩니다.
Medicare 배정 사항을 수락하지 않은 서비스 공급자 클레임의 경우 MSN은 비용 청구가 처리된
후 수혜자에게 발송되며, 이때 수혜자가 해당 서비스 비용을 미리 지불한 경우 80% 몫의
수표도 함께 동봉됩니다.
MSN은 또 Medicare 비용 청구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레임을 더 빨리 받아보고자 하는 수혜자는 1-800-MEDICARE로 전화하거나
www.mymedicare.gov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만 MS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00MEDICARE로 전화해 스페인어 MSN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MSN에 대한 설명과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에 대한 MSN 예시는
www.medicare.gov/pubs/pdf/SummaryNoticeA.pdf 및
www.medicare.gov/pubs/pdf/SummaryNoticeB.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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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에 대한 이의 제기
Medicare 보장범위나 지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Medicar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요약 통지서(MSN)는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여러분의 사례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시간 제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품질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병원에서 너무 일찍 퇴원을 시키는 등과 같이 Medicare
A 또는 B 서비스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느끼는 경우, 1-877-588–1123 (TTY: 1-8556668)로 Livanta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ivanta에게 즉시 사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Livanta의 검토 결정을 받은 다음 날 정오까지 추가 병원 수수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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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887나면
지지

A. 통지인:
B. 환자 이름:

C. 식별 번호:

사전 수혜자 비보장 통지, ABN
참고: Medicare 가 아래 D.
있습니다.

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Medicare 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치료 제공자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Medicare 가 아래 D.
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E. Medicare 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D.

F. 예상 비용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
•

본인의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통지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두 읽은 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열된 D.

의 수령 여부를 아래에서 선택하십시오.

참고: 옵션 1 이나 2 를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여러분이 보유한 다른 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지만, Medicare 는 우리가 이를 필수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G. 옵션:

하나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옵션 1. 나는 위에 나열된 D.
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비용 지불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위해 Medicare 에게 이 비용이 청구되기를 원하며, 이는 Medicare 요약
통지(MSN)를 통해 나에게 보내집니다. 나는 Medicare 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내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그 경우 내가 MSN 의 지침에 따라 Medicare 에게 항소/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Medicare 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여러분은 내가 지불한 비용을 나에게 환불할 것이며, 이때 공동 부담금이나 공제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옵션 2. 나는 위에 나열된 D.
를 원하지만, Medicare 에 청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용 지불
책임은 나에게 있으므로 여러분은 지금 비용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
나에게는 항소/심리 요청권이 없습니다.
☐ 옵션 3. 나는 위에 나열된 D.
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으며, Medicare 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항소/심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H. 추가 정보
이 통지는 우리의 의견 제시이며, 공식 Medicare 결정이 아닙니다. 본 통지나 Medicare 청구서에 대한 기타 질문은 1800-MEDICARE(1-800-633-4227/TTY: 1-877-486-2048)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통지를 받았으며 그를 이해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 통지서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I. 서명:
J. 날짜:
1995 년의 문서 간소화법에 따라, 유효한 OMB 관리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 문서에는 누구도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정보 수집에 대한 유효한 OMB
관리 번호는 0938-0566 입니다. 이 정보 수집에 응답하는 데 요구되는 기간은 각 답변당 평균 7 분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침 검토, 기존 데이터 자료 검색, 필요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수집 완료와 검토를 포함합니다. 예상 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의견이나 양식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 주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CMS, 7500 Security Boulevard, Attn: PRA Reports Clearance Officer, Baltimore, Maryland 21244-1850.

Form CMS-R-131(Exp. 06/30/2023)

양식 승인 OMB No. 0938-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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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예방 서비스
Medicare 는 파트 B 공제액 및 20% 공동 보험금을 적용하지 않고 거의 모든 예방 서비스를 100%
보장합니다. Medicare는 다음 예방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복부대동맥 검사

Medicare는 복부대동맥 가족 병력이 있거나 65-75세 사이의 남성이며 평생 최소
100개의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경우 1회의 복부대동맥 검사 초음파 비용을
보장합니다.

알코올 남용 검사
및 상담

Medicare는 연간 알코올 남용 검사를 보장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Medicare는 매년 최대 4번의 간단한 대면 행동 상담 중재 진료를 보장합니다.

골부피(Bone mass) 골손실 확인 또는 골밀도 식별 검사는 24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골다공증
측정
위험이 있는 여성이나 골다공증 약물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그리고 척추 이상이
있는 개인은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유방조영상)

35세에서 39세 사이에는 1회의 기준 유방조영상이 보장됩니다. Medicare에
가입된 4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의 경우 12개월마다 한 번씩 유방조영상이
보장됩니다. 유방암 증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진단용 유방암 검사가
보장됩니다. 진단용 유방암 검사에는 파트 B 공제금과 20%의 공동 보험금이
적용됩니다.

심혈관 질환(행동
치료요법)

Medicare는 매년 1회 CVD 위험 감소 대면 방문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아스피린 사용, 고혈압 검사 및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행동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혈관 질환 검사

Medicare는 5년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과 기타 혈중지방(지질) 수치를 체크하는
심혈관 검사를 보장합니다.

자궁경부암 및 질암 자궁경부 세포검사, 골반 검사, 그리고 임상 유방 검사는 24개월에 한 번씩
검사
보장되며, 자궁경부암이나 질암의 위험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12개월에 한
번씩 보장됩니다. Medicare에 가입된 여성의 경우 모든 검사가 보장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및 골반 검사)
파트 B는 또 HPV 증상이 없는 30세에서 65세 사이의 여성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인두유종 바이러스(HPV) 검사(자궁경부 세포 검사의 일부로)를 보장합니다.
대장암 검사

•
•
•

•
•

우울증 검사

분변잠혈검사: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S결장 내시경: 매 48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대장내시경: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 매 24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보장됩니다. 하지만 S결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48개월 내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륨관장: 이 시술은 S 결장내시경 검사나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자는 Medicare 가 승인한 금액의 20%를 지불합니다.
다중 표적 대변 DNA 검사(Multi-target stool DNA test): 결장 질환의 징후나
증세가 없으며, 결장암 발병에 대한 평균 정도의 위험이 따르는 50-85세 사이
Medicare 가입자의 경우 매 3년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Medicare는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1차 진료 의사가 진행하는 우울증 검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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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검사

Medicare는 당뇨 위험이 있는 개인의 당뇨 검사를 연간 최대 2회 보장합니다.

당뇨 예방

Medicare는 임상적인 요건을 충족하며 1형이나 2형 당뇨, 또는 말기 신장
질환(ESRD)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개인의 2형 당뇨병 예방을 돕고자 1회의 건강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보장합니다.

당뇨 자가 관리
교육

Medicare는 당뇨 환자가 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을 보장합니다.

녹내장 검사

당뇨병 환자나 녹내장 가족 병력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은 개인의 경우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환자는 파트 B 공제금
충족 후 Medicare가 승인한 금액의 20%를 지불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검사

Medicare는 B형 간염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개인의 연간 B형
간염 검사를 보장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개인의 B형 간염 검사도 보장합니다.

C형 간염 검사

Medicare는 194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개인의 C형 간염 검사를 1회
보장하며, 고위험군의 특정인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 검사를 보장합니다.

HIV 검사

검사를 요청하는 수혜자는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검사

Medicare는 55-77세이고 현재 흡연자이거나 지난 15년 동안 흡연을 중단한
개인의 폐암 검사를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합니다.

의료 영양 치료
요법

Medicare는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수혜자의 1:1 상담 서비스를 첫 해에는
3시간, 그 후에는 매년 2시간 보장합니다.

비만 검사 및 상담

Medicare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개인의 집중 행동 상담과 행동 요법뿐만
아니라 식생활 평가도 보장합니다.

신체 검사

Medicare 파트 B 가입 후 처음 12개월 동안은 초기 예방 신체 검사가 보장됩니다.
또한 Medicare 파트 B에 가입된 개인은 모두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초기 검사 후 12개월 내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검사

•
•

직장 손가락 검사: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환자는 파트 B 공제금 충족 후 Medicare가 승인한 금액의 20%를 지불합니다.
전립선 특정 항원(PSA) 혈액 검사: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성병(STI) 검사 및
상담

Medicare는 STI 예방을 위한 집중 행동 상담(HIBC)뿐만 아니라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및 B형 간염 검사도 보장합니다. 본 검사는 1차 진료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위탁하고 1차 진료 환경에서 Medicare 자격이 있는 1차 진료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TI 발병 위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2회,
회당 20분에서 30분 동안 면담 세션을 제공합니다.

흡연 및 금연 상담

금연을 위한 상담입니다. Medicare는 흡연 수혜자의 면담 12개월 동안 최대
8번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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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주사

•
•
•
•

코비드 19 예방주사
독감: 독감 계절마다 한 번씩 보장됩니다.
폐렴: 일반적으로 평생 한 번이면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예방 주사는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난 후 12개월 동안 보장됩니다.
B형 간염: 위험성이 높거나 중간일 경우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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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불자로서의 MEDICARE
최초 지불인은 누구인가요?
Medicare와 기타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가진 사람은 어느 보험이 1차이며 어느 보험이
2차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보험이란 비용 청구를 먼저 신청하는 보험이며, 2차
보험은 1차 보험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머지 부분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Medicare에 새로 가입한 개인은 초기 가입 설문지(IEQ) 작성을 요청하는 편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족의 직장을 통해 단체 건강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IEQ는 온라인이나, 수혜자의 MyMedicare.gov 계정을 통해, 또는
1-855-798-2627로 전화를 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불자나 커버리지 변경에 대한 질문은 Medicare 혜택 조정 및 회복 센터(BCRC)
1-855-798-2627로 연락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는 누군가가 Medicare 및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최초
지불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65세 이상이며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여러분의
직원이
20명 미만임
고용주/직장은...

Medicare는...
1차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고용
보험은 2차로 지불합니다.

65세 이상이며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직원이 20명 이상임

2차로 비용을
보험은 1차로
1차로 비용을
보험은 2차로

지불합니다. 고용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고용
지불합니다.

6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가족 구성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고용

직원이 20명 이상임

고용

직원이 100명 미만임

고용

직원이 100명 이상임

다른

직원이 100명 미만임

2차로 비용을
보험은 1차로
1차로 비용을
보험은 2차로
2차로 비용을
보험은 1차로
1차로 비용을
보험은 2차로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지불합니다.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나이에 상관없이
말기신장질환(ESRD)
환자이며, 본인의 고용 보험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험에 가입됨

직원이 100명 이상임

2차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고용
보험은 1차로 지불합니다.

직원 수 무관

Medicare 가입 후 처음 30개월은
2차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30개월
후부터는 Medicare가 1차 보험이
됩니다.

직원이 20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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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고용
고용
고용

단체 고용 건강 보험 플랜(EGHP)과 Medicare: 고용 보험과 Medicare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Medicare가 1차 보험 제공자인지 아니면 2차 보험 제공자인지 여하는 직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 65세 이후의 근무 - Medicare 수혜자나 해당 배우자가 일하는 회사에 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단체 고용 건강 보험(EGHP)이 1차 보험이며 Medicare는 2차 보험입니다.
근무 직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Medicare가 1차 보험이며 EGHP는 2차 보험이 됩니다.
Medicare 파트 B는 고용 건강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항상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Medicare 수혜 자격이 있는 개인이 Medicare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시에는 Medicare 파트 B가 은퇴 후의 1차 보험이 되기 때문에 Medicare 파트 B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Medicare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정보는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와 Medicare: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의 현 직장에 따른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직원이 100명 이상이면 EGHP가 1차 보험이 되고 Medicare는 2차 보험이 됩니다.
직원이 100명 미만일 경우, Medicare가 1차 보험이며 EGHP는 2차 보험이 됩니다.

•

말기 신장 질환(ESRD):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인은 지속적인 투석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Medicare 파트 B에 가입할 자격을 충족합니다. EGHP에
가입되어 있다면(현 직장에 따른 보험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후 첫 30개월 동안은 해당 보장범위가 1차 보험이 됩니다. 30개월 후부터는
Medicare가 1차 보험이 됩니다.

•

산재 보상과 Medicare: 직업 관련 상해 발생 시 산재 보상 보험이 1차 보험이며 해당
상해와 연관된 의료 경비만 보장합니다. 산재 보험이 바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Medicare는 조건부로 비용을 지불하며, 산재 보험이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비용으로 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Benefits Coordination & Recovery Center(BCRS, 혜택 조정 및
회복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손해 배상 보험과 Medicare: 사고나 부상의 경우, 치료 비용은 무과실 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또는 의료 과실 정책과 같은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경우 Medicare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비용 상환 지연과 수혜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료
비용을 조건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edicare는 비용 청구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에서 해당 조건부 지불 금액을 회수합니다.

퇴직자 건강 보험: Medicare 및 퇴직자 건강 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Medicare가 1차 보험이 되며 퇴직 보험은 2차 보험이 됩니다. 일부 경우 퇴직자 보험 혜택은
기존 Medicare의 보조 보험과 비슷하게 작용하며, 다른 경우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과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퇴직자 보험 혜택이 Medicare에 맞게 조정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혜택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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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 보험 혜택(FEHB): 공무원 건강 보험 혜택(FEHB) 프로그램은 Medicare 가입이
필요한 대부분의 퇴직자 보험 플랜과 달리 해당 인물이 Medicare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1차 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FEHB 회원은 FEHB 플랜이 보장하지 않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파트 A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파트 B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FEHB 회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FEHB 가입 및 파트 B 미가입. 회원은 Medicare 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FEHB 커버리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월간 파트 B 보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이 나중에 파트 B 를 원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파트 B 에 가입하려면 다음 일반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더 높은 월 파트 B 보험료의 형식으로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FEHB 및 파트 B. 회원은 FEHB 커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파트 B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FEHB 플랜은 개인 부담금을 줄여 주거나 FEHB 공동 지불금, 공제금 및 공동 보험금을
면제하는 등 Medicare 에 가입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와 FEHB 에 모두
가입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FEHB 와 파트 B 보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3. 파트 B 가입과 FEHB 미가입. 대부분의 퇴직자와 달리, 정부 퇴직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 퇴직자 보험 커버리지를 중단할 수 있으며(취소가 아님), 이때
보험료가 더 낮거나 추가 보험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개인은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려면 여전히 파트 B 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FEHB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들은 다음 FEHB 공개 가입 기간
중 FEHB 보장범위로 복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Medicare와 FEHB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pm.gov/insure/health/medicare/index.asp,
http://www.opm.gov/healthcare-insurance/fastfacts/fehbmedicare.pdf
및
http://www.opm.gov/healthcare-insurance/healthcare/medicare/75-12-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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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SUPPLEMENT INSURANCE (Medicare 보조 보험)
(Medigap)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Medicare 보조 보험, Medigap)은 Medicare 파트 A 및 B 보장
범위의 비용 공유를 충당할 수 있게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연방법 및 주법의 규제를 받는 이
보험은 민영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Medigap 보험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Medigap 보험 정책은
처방전 보장범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Medigap 보험이 필요한가요?
Medigap 보험은 Medicare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용의 수혜자 비용 공유액에서
자신이 지불한 비용을 상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 Medigap 보험은 Medicare 파트 A 공제액,
허용된 파트 B 외래환자 공동 보험금 수수료의 20% 및 기타 비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험은 이러한 비용을 일부만 보장하지만 다른 보험은 해당 비용을 전액 보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 가입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통한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Medigap 플랜에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Medigap 보험이 제공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A” 부터 “N”으로 표시하는 10개의 표준 Medigap 보험이 존재합니다. 각 정책은
기본 보험 혜택 패키지 및 추가 혜택을 포함합니다. 1992년 표준화 이전의 구형 Medigap
보험은 아직 유효하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형 Medigap 보험을 가진
개인은 신규 표준 보험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구형 보험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2010년 6월 1일 이후 Medigap 플랜 E, H, I, J는 새로운 가입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이미 해당
플랜에 가입된 사람은 기존의 보장범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플랜의 혜택과 보험료를
비교하여 자신의 플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항목!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새롭게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개인은 공제금이 높은 플랜 F를
포함하여 Medigap 플랜 C나 플랜 F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Medigap 정책에 가입할 수 있나요?
뉴욕주에서는 Medicare에 가입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Medigap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며 장애로 Medicare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언제 Medigap 보험을 변경할 수 있나요?
뉴욕주에서는 언제든지 Medigap 보험을 제공받는 보험회사와 Medigap 보험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특정 플랜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해당 플랜을 제공하는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은
여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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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p 보험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Medigap 보험 플랜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우선 본인에게 어떤 수준의 보장범위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나면 보험료, 서비스,
보험회사의 평판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Medigap 보험회사는 회사 컴퓨터를
Medicare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보험 청구를 추가 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 전송”).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월별, 분기별 또는 1년에 한 번씩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납부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현재 판매되는 모든 표준 Medigap 보험은 갱신이 보장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보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연방법은
보험회사나 판매 사원이 귀하가 이미 보유한 보험 보장범위와 중복되는 두 번째 Medigap
보험을 귀하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보험을 구매해야 하는
압력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다른 수준의 보장범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Medigap 보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적 필요가 증가했는데 플랜 B의 혜택이 너무 한정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플랜 F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Medigap 보험은 이전 보험을 대체합니다.
신규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기존 보험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여러분은 뉴욕주에서 “지역사회 등급”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자사의 표준 Medigap
보험에 설정한 월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 성별 또는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 보험회사의 플랜 N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72세의
여성이나 건강 상태가 좋은 81세의 남성에 대한 보험료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플랜 설명 후 10개의 표준 플랜의 차트를 제공합니다. 보험회사와 뉴욕시 내
Medicare 수혜자에 대한 보험료 목록은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 보장범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신규 Medigap 보험 보장범위가 거부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처음
6개월이며, 이는 오직 해당 질환과 직접 관련된 보험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병력이란 보험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환에 대해 통보를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권고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질환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병력에 대해 즉각적인 보험
보장범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공개 가입 기간에 보험을 구매하거나, (2) 이전의 건강
보험으로 63일 이상의 중단 기간 없이 최소 6개월 동안 보험 보장범위를 받은 경우. 이전 건강
보험 보장범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규 Medigap 보험은 반드시 보험이 적용된 개월 수를
공제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병력에 따른 대기 기간이 더 짧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병력에 따른 대기 기간의 차트는 온라인으로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dfs.ny.gov/consumers/health_insurance/supplement_plans_rates.
제가 Medigap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Medigap 보험회사는 회사가 여러분이 받은 의료 혜택의 클레임(비용 청구)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기재한 설명서를 여러분께 보내야 합니다. 이는 Medicare가 보낸 Medicare Summary
Notice(Medicare 요약 통지서, MSN)와 함께 여러분의 의료 혜택 클레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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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MEDIGAP 플랜
다음은 플랜 A부터 N까지 10개의 표준 Medigap 플랜과 각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PLAN A(기본 보험 정책)은 다음 기본 혜택을 포함합니다.
• 각 Medicare 혜택 받는 중 입원한 지 61일째부터 90일까지의 파트 A 공동
지불금(2021년에는 하루 $371)을 보장함.
• 갱신할 수 없는 60일의 Medicare 평생 입원환자 예비일에 대한 파트 A 공동
지불금(2021년에는 하루 $742)을 보장함.
• Medicare 병원 혜택이 모두 소진된 후 Medicare 파트 A의 조건에 부합하는 병원 비용의
100%를 보장함. 평생동안 보험 소유자의 추가 입원환자 병원치료 보장은 최대 365일로
한정됩니다.
• Medicare 파트 A 호스피스 간호 비용 공유 금액을 보장함.
• 연방 규정에 따라 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기준당 처음 3파인트 혈액 또는 동등한 양의
충전 적혈구의 합리적인 비용을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에 따라 보장함.
• 연간 공제액(2021년도에 $203)을 충족시킨 후 파트 B 서비스 공동 보험금 금액(일반적으로
승인된 금액의 20%)을 보장함.
PLAN B는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입원환자 병원 공제액(deductible)(2021년에는 혜택 기간당 $1,484)을
보장함.
PLAN C1는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deductible)을 보장함.
• 전문 간호 시설 치료비(copayment) (2021년에는 혜택 기간당 21일부터 100일까지 일일
$185.50)을 보장함.
• Medicare 파트 B 공제액(2021년에는 연간 기준당 $203)을 보장함.
• $250 공제액 및 $50,000 평생 최대 혜택금을 충족한 후, 외국에서 받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비용의 80%를 보장함.
PLAN D는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을 보장함.
• 전문간호 시설 간호 일일 공동 지불금을 보장함.
• $250 공제액 및 $50,000 평생 최대 혜택금을 충족한 후, 외국에서 받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비용의 80%를 보장함.
PLAN F1은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을 보장함.
• 전문간호 시설 간호 일일 공동 보험금을 보장함.
• Medicare 파트 B 공제액을 보장함.
1 플랜 C, F, 그리고 F+는 2020

년 1 월 1 일 전에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는 사람에게만 2020 년 1 월 1 일 이후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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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금액(초과액)으로도 알려져 있는 Medicare 파트 B 초과 비용을 100% 보장함2.
$250 공제액 및 $50,000 평생 최대 혜택금을 충족한 후, 외국에서 받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비용의 80%를 보장함.
플랜 F+1 (높은 공제액)
• 기존 플랜 F와 혜택은 같으나, 2021년에는 플랜이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공제액
$2,370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높은
보험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PLAN G는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을 보장함.
• 전문간호 시설 간호 일일 공동 지불금을 보장함.
• Medicare 파트 B 초과 비용(일명 제한 금액)1을 100% 보장함.
• $250 공제액 및 $50,000 평생 최대 혜택금을 충족한 후, 외국에서 받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비용의 80%를 보장함.
신규
항목

•

플랜 G+(높은 공제금)
표준 플랜 G와 혜택은 같으나, 2021년에는 플랜이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공제금 $2,37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이 높은 보험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플랜 G는 파트 B 공제금을 보장하지 않으나, 공제금에 지불하는 비용은 G+
공제금에서 변제됩니다.

2010년 6월부터 Medigap 보험 E, H, I, J는 더 이상 신규 보험 소유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이전에 E, H, I 또는 J 보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PLAN K3는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의 50%를 보장함.
• Medicare 파트 B의 연간 공제액 충족 후 파트 B 공동 보험금의 50%를 보장하지만, 파트 B
예방 의료서비스 공동 보험금의 100% 보장함.
• 각 Medicare 혜택 기간당 입원 후 61일째부터 90일까지의 파트 A 공동 지불금의 100%를
보장함.
• 이미 사용했고 갱신할 수 없는 60일의 Medicare 평생 입원 환자 예비일에 대한 파트 A 공동
지불금의 100%를 보장함.
• Medicare 병원 혜택이 모두 소진된 후 Medicare 파트 A의 조건에 부합하는 병원 비용의
100%를 보장함. 보험 소유자의 평생 추가 입원환자 병원치료 보장은 최대 365일로

2플랜은 Medicare

에서 승인한 파트 B 서비스 비용과 실제 서비스 비용 사이의 차액을 지불합니다(Medicare 또는
주법에서 설정한 비용 한도액까지).
3플랜 K, L, M 및 N 의 기본 혜택에는 플랜 A-G 와 유사한 서비스가 포함되나 해당 기본 혜택의 비용 공유 수준은
다릅니다. 연간 본인 부담 한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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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정됩니다.
호스피스 비용 공동 분담금의 50%를 보장함.
Medicare가 적용되는 처음 3파인트 혈액 비용의 50% 보장함.
전문 간호 시설 간호 일일 공동 지불금의 50%를 보장함.
2021년 기준 본인 부담금 한도 $6,220.

PLAN L은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의 75%를 보장함.
• Medicare 파트 B의 연간 공제액 충족 후 파트 B 공동 보험금의 75%, 파트 B 예방
의료서비스 공동 보험금의 100%를 보장함.
• 각 Medicare 혜택 기간당 입원 후 61일째부터 90일까지의 파트 A 공동 지불금의
100%를 보장함.
• 이미 사용했고 갱신할 수 없는 60일의 Medicare 평생 입원환자 예비일에 대한 파트
A 공동 지불금의 100%를 보장함.
• Medicare 병원 혜택이 모두 소진된 후 Medicare 파트 A의 조건에 부합하는 병원
비용의 100%를 보장함. 보험 소유자의 평생 추가 입원환자 병원치료 보장은 최대
365일로 한정됩니다.
• 호스피스 비용 공동 분담금의 75%를 보장함.
• Medicare가 적용되는 처음 3파인트 혈액 비용의 75%를 보장함.
• 전문 간호 시설 간호 일일 공동 보험금의 75%를 보장함.
• 2021년 기준 본인 부담금 한도 $3,110.
PLAN M3은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의 50%를 보장함.
• 전문 간호 시설 간호 일일 공동 지불금의 100%를 보장함.
• $250 공제액 및 $50,000 평생 최대 혜택금을 충족한 후, 외국에서 받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응급치료 비용의 80%를 보장함.
PLAN N3은 기본 보험 혜택 및 다음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파트 A 병원 입원 공제액의 100%를 보장함.
• Medicare 파트 B 공동 보험금 100% 보장, 단 의사 진료실 방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최대
$20까지, 응급실 이용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제외.• 전문 간호 시설 간호 일일 공동 지불금의 100%를 보장함.
• $250 공제액 및 $50,000 평생 최대 혜택금을 충족한 후, 외국에서 받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응급치료 비용의 80%를 보장함.

3 플랜 K, L, M 및 N

의 기본 혜택에는 플랜 A-G 와 유사한 서비스가 포함되나 해당 기본 혜택의 비용 공유 수준은
다릅니다. 연간 본인 부담 한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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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표준 MEDICARE 보조 플랜에 포함된 혜택
기본
•
•
•

혜택: 모든 플랜에 포함되어 있음
입원: 파트 A 공동 부담금, Medicare 혜택 종료 후 추가 365일의 보장범위 및 평생 60일의 예약일 간의 공동 보험금 보장범위.
Medicare 비용: 파트 B 공동 보험금(일반적으로 Medicare가 승인한 비용의 20%).
혈액: 매년 첫 3파인트 혈액.
• 호스피스: 파트 A 비용 공유.
A

B

C

D

F*

G*

K

L

M

N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기본 혜택**

전문 간호
공동 보험금

전문 간호
공동 보험금

전문 간호
공동 보험금

전문 간호
공동 보험금

전문 간호
공동 보험금

전문 간호
공동 보험금

파트 A
공제금

파트 A
공제금

파트 A
공제금

파트 A
공제금

파트 A
공제금

파트 B
공제금

전문 간호
전문 간호
공동
공동
보험금(50%) 보험금(75%)

파트 A
파트 A
파트 A
파트 A 공제금
공제금(50%) 공제금(75%) 공제금(50%)

파트 B
공제금
파트 B
초과액

파트 B
초과액

해외 여행 중 해외 여행 중 해외 여행 중 해외 여행 중
응급 상황
응급 상황
응급 상황
응급 상황

해외 여행 중
응급 상황
본인 부담
한도 $6,220

*플랜 F와 플랜 G도 높은 공제금 옵션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플랜은 기본 혜택은 보장하지만 비용 공유 요건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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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한도 $3,110

해외 여행 중
응급 상황

2021 년 1 월부터 적용되는 비용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MEDICARE 보조 보험)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월 보험료에 관한 질문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된 비용 차트는 다음
링크의
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재정
서비스
부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fs.ny.gov/consumers/health_insurance/supplement_plans_rates.
*Globe Life Insurance(구 First United American)의 보험료는 우편번호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지역의 보험료를 알아보려면 위의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 전에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개인만이 Medigap 플랜 C, F 및 F+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Mutual of
Aetna Bankers
Emblem
Empire
Globe Life
Humana
TransAmerica
United
Financial
Conseco (예전 GHI) Blue Cross Insurance*
Omaha
Health
Blue
(AARP)
800800Shield
800-752800AARP
회원만 가입
800800800플랜
4443319797
228345845486가능(50세 이상)
2333
8552512
9999
6022
5512
2620
800-523-5800
306-9355
800-523-5800
A

$318.21

$367.70

$194.87

$179

$240/268

$301.72

$333.49

$195

$178.50

B

$362.44

$480.69

$253.28

$241.11

$330/370

$340.60

$512.25

$257

$256.50

$397/444

$412.76

$512.82

$304

$320

$503.90

$280

$516.15

$306

$308.25

$478.04

$281

$270

C**

$300.87

D
F**

$391/438
$422.90

$648.95

$530.29

$374/419

$421.13

$75.69

$74

$69/77

$93.09

$597.30

$302

$348/390

$376.07

G+

$75.69

$67.69

$69/77

$92.97

K

$99.74

$138/154

$196.68

$140

$83.50

L

$286.73

$206/231

$280.85

$208

$173.25

M

$397.13

N

$390.82

F+**
G

$406.26

$307.40
$270.14

$526.10
$192.22

$259/290

$2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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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41

$200.25

MEDICARE ADVANTAGE 플랜
HMO, PPO, HMO-POS, SNP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수혜자에게 “기존” Medicare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사기업이 제공하며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건강유지기구),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선호진료기구), HMOs with Point-ofService option(HMO-POS, 의료 서비스 시점 옵션이 추가된 HMO) 및 Special Needs
Plans(SNP, 특별 필요 플랜)를 제공합니다. 해당 회사들은 Medicare와 Medicare 서비스
센터에서 일정한 월별 비용을 받고 가입자에게 Medicare 혜택을 제공합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가
있어야 하고, 선택하려는 플랜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신청인의 건강 문제 또는 지병으로 신청인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병력에 대한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반드시
플랜 가입자에게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가 보장하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처방약 혜택과 시력, 치과
및 청력 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고 플랜을 통한 처방약 보장범위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플랜을 통해 파트 D
처방약 보장범위를 획득해야 하며, 별도의 파트 D 플랜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Medicare 수혜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 선택 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고, Medicare Advantage 플랜이 서비스나 치료 비용 환급을 거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면 Medigap 보험 정책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한 각 개인은 가입 절차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혜택
요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혜택 요약서는 추가 보험료, 일상적 절차, 응급 치료 이용 및
통보 규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본인 부담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 목록, 플랜에 포함된 약국 목록 및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약품 목록
등도 플랜의 혜택 요약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MA 플랜에는 의사, 건강 센터, 병원, 전문 간호 시설 및 기타 치료 공급자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의 네트워크는 지역, 주,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거주 지역 밖으로 여행하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응급 치료 외의)
더욱 더 그렇습니다.
HMO는 Medicare 수혜자가 HMO의 지역 의사 네트워크에서 1차 진료의(주치의,PC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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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의사가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한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HMO는 주치의에게 전문의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의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HMO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 및 병원 네트워크 내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응급 치료를 제외하고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PPO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및 병원 네트워크를 제공하지만, 가입자가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PPO는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정 비용을
설정합니다.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가입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Medicare 비용 제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Medicare 수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Point-Of-Service(서비스 시점) 옵션이 있는 HMO(HMO-POS)는 PPO 플랜과 유사합니다.
HMO-POS는 가입자가 네트워크 내 및 네트워크 밖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HMO보다 더 유연한 옵션입니다. 그러나 HMS-POS 플랜은 네트워크 외의
일부 혜택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내 입원 병원 보장범위만을
제공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pecial Needs Plan(SNP)은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Medicare 가입자 중 특정
그룹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SNP 가입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예로 Medicare와 Medicaid를 모두 이용하는 개인, 특정 만성 질환이 있는 개인, 양로원과
같은 시설에 사는 개인 등이 있습니다. SNP 보장범위에는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파트 D 처방약 보장범위가 포함됩니다. SNP는 또한 특정 가입자 집단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가입 자격이 있는 개인은 언제든지
SN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 목록은 미국 정부 출판물 Medicare and You(Medicare 와
이용자) 안내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edicare.gov 를 방문하거나 1-800-MEDICARE 로 전화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겼을 때 Medicare Advantage Plan에 가입하려면 초기
보장범위 선택 기간(ICEP)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입은 처음 가입 자격이 생겼을 때
온라인으로 www.medicare.gov에서 가입하거나, 1-800-MEDICARE로 전화하거나, 플랜에
직접 연락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ICEP는 처음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달로부터 7개월 전후입니다.
여러분의 플랜은 처음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달이나 가입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 파트 B 가입을 미루는 수혜자의 경우, MA 플랜에 가입할 수 있게 ICEP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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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겼을 때 MA 플랜에 가입한 개인에게는 (ICEP 동안) 공개
가입 기간이 존재하며, 처음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후 3개월 동안 다른 MA 플랜으로
바꾸거나 기존 Medicare로 돌아갈 수 있는 (파트 D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MA 수혜자는 모두 매년 초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의 공개 가입 기간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혜자는 다른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Medicare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다음 달 2월 1일, 3월 1일, 또는 4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변화를 적용하려면 간단하게 원하는 플랜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과 함께 자동으로 다른 Medicare Advantage 플랜의 가입이 해지됩니다.
SEP65는 연령에 따라 (장애가 아니라)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개인 중 65세 생일 달
전후의 초기 보장범위 선택 기간 (ICEP) 내에 MA 플랜에 가입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특별
가입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MA 플랜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기존 Medicare로
변경할 수 있는 (다른 MA 플랜이 아니라)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연간 선택 기간(Annual Election Period, AEP):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여러분의 Medicare Advantage (MA) 플랜을 변경하거나 “기존” Medicare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Medicare, Medicare Savings
Program(Medicare 절약 프로그램), 또는 Extra Help(추가 지원)에 가입한 개인은 한 해의
첫 9개월 동안(1월-3월, 4월-6월, 7월-9월) 분기마다 한 번 플랜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은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입자는 다른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파트 D 플랜을 포함하는 기존 Medicare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Medicare 와 Medicare Advantage 간의 플랜 변경에 대한 도움말
➢ Medicare Advantage 에서 기존 Medicare 로의 변경: 기존 Medicare 와 사용할 수
있는 파트 D 플랜을 선택하고 해당 플랜에 가입하십시오(이렇게 하면 MA 플랜
가입이 해지됩니다). Medigap 과 같은 보조 보장범위를 고려하십시오.
➢ Medicare Advantage 에서 Medicare Advantage 로의 변경: 원하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십시오(이렇게 하면 MA 플랜 가입이 해지됩니다).
➢ 기존 Medicare 에서 Medicare Advantage 로의 변경: 원하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십시오(이렇게 하면 기존 Medicare 와 작용하는 파트 D 플랜 가입이
해지됩니다). 이때 보조 보장범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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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Advantage 관련 이의 제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거나 비용 지불을 거절하는 결정은 플랜의 보험 청구 부서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 가입자의 이의 제기 과정은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지, 이미 받은 상태인지, 처방약 거부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시간 제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나 항목을 받기 전에 의료 서비스 보장범위가 거부된 Medicare Advantage 플랜
가입자는 플랜에 결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의 제기(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Notice of Denial of Medical Coverage(의료 보장범위 거부 통지서)
내의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이 이미 받은 의료 서비스나 항목에 대한 커버리지를 거부하는
경우, 플랜에 결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의 제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설명서나
Notice of Denial of Payment(지불 거부 통지서) 내의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처방약 관련 이의 제기는 기존 Medicare나 Medicare Advantage 플랜 내 가입자에게 모두
똑같이 진행됩니다. 파트 D 보장범위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내용은 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병원에서 너무 일찍 퇴원을 시킨다는 것과 같이
Medicare 파트 A 또는 B 서비스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느끼는 경우, 1-877-588–1123(TTY:
1-855-887-6668)번으로 Livanta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ivanta에게 즉시 사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나면 Livanta의 검토 결정을 받은 다음 날 정오까지 추가 병원 수수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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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FAQ)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이용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각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개별적으로 보험료와 비용 공유 일정을 책정합니다.
여러분은 Medicare 파트 B 월 보험료에 추가된 월 보험료를 가입한 플랜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공유 요건은 반드시 여러분의 혜택 카드나 혜택 요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플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에는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금 및 공제액이 따를 수 있습니다. 1차 진료 방문, 전문의 방문,
병원 입원, 처방약 등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 부담금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반드시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가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간 최고 본인 부담금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여러분이 해당 연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한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이 최고 본인 부담금(MOOP)은
네트워크에 소속된 의료 공급자를 이용하는 HMO 플랜의 경우 $7,5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내부 및 외부의 통합된 의료 공급자를 이용할 수 있는 PPO의 경우 $11,3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응급 서비스의 경우는 어떤가요?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여러분이 알림 및 승인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응급 치료를
보장합니다. 이때 의료 공급자에게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플랜에 비용 환급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랜이 제공된 의료 서비스가 플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통지가 거짓일 경우, 비용 보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치료 품질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려면 플랜의 불만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Medicare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를 검토하는 의사 및 기타 전문가가
뉴욕주에 소재한 Medicare Quality Improvement Organization(QIO), Medicare 품질 향상
기구) Livanta, LLC에 귀하의 사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Livanta의 연락처는 1-866815-5440입니다.
기존의 Medicare 서비스 받기 및 Medicare Advantage 서비스 받기 비교
기존의 Medicare에서 수혜자는 미국 내 모든 Medicare 의료 공급자로부터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습니다. Medicare는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대부분의 비용 중 80%를 보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혜자의 책임입니다.
Medigap이라고도 불리는 Medicare 보조 보험(19페이지 참조)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전체나 대부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관리형 의료
플랜이며, 보험료, 공제금, 공동 부담금 및 최대 본인 부담금을 포함할 수 있는 고유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다르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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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Advantage 플랜 가입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게 맞는
플랜은 무엇인가요?
플랜 가입 전에는 다음 분야를 고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담당 의사의 플랜 참여, 병원의
플랜 참여, 처방약 보장범위, 재정 상태 및 지리적 위치. 매년 연간 선택 기간(10월 15일 12월 7일) 중에 해당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담당 의사의 플랜 참여: 담당 의사가 어느 플랜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해당
플랜에 따라 신규 Medicare 환자를 수락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담당 의사와
환자 관계를 오래 유지해 왔다고 해도 의사가 해당 플랜에 따라 여러분을 신규
환자로 수락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료 제공 기관 참여를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호 병원의 플랜 참여: 현재 이용하는 병원과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이 플랜에
참여하거나 네트워크 외의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처방약: Medicare.gov Planfinder를 통해 플랜이 처방약을 어떻게 보장 하는지
확인하십시오(처방, 제한 사항, 비용). (34 페이지 참조)
4. 재정: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경우 기존의 Medicare
서비스를 통해 진료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기존의 Medicare가 보장하지 않는, 예를 들어 일상적인 안과
및 치과 진료, 보청기 등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기 전에는 플랜의 요금 구조(보험료, 공동 부담금, 공제액, 최대
본인 부담 비용 등)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리적 위치: HMO 플랜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결정할 때는 자신의 여행 계획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HMO 플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지역 외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플랜의 서비스
지역 외에서는 응급 치료만이 보장되므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PO와
HMO-POS 플랜의 서비스 지역은 제한이 덜한 편이나, 여전히 플랜의 서비스
지역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별점 등급: 모든 플랜에는 Medicare가 측정한 지표를 반영하는 별점 등급이
있습니다.
Medicare 보조 보험이 필요할까요?
Medigap 보험은 기존의 Medicare에만 적용되므로,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했다면 Medicare 보조 보험(“Medigap”)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Medigap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Medicare
Advantage 플랜이 만족스러운지 확인할 때까지 Medigap 보험을 최소 30일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욕 주법에 따라 Medicare Advantage 플랜 가입을 해지하고 기존
Medicare로 돌아갈 경우 언제든지 Medigap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나,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Medigap에 대한 추가 정보는 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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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파트 D - 처방약 커버리지
Medicare 파트 D는 민영 보험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처방약 보험으로 처방약의 비용을
보장합니다.
Medicare 처방약 플랜은 Medicare(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파트 D는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혜택이며, Medicare 수혜자는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edicare 파트 D는 Medicare 수혜자에게 Medicare 파트 D 의약품 보장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영 보험 회사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플랜과 처방약의
범주는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를 통해 조정됩니다. 각 파트 D 플랜은 개별적인 보장 약품 목록(처방집)과 플랜
참여 약국, 그리고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플랜이 약품을 보장하게 하는 절차나
항소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edicare 파트 D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1. Stand Alone Prescription Drug Plan(독립형 처방약 플랜, PDP): 이 플랜은
처방약만을 보장하며 기존 Medicare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MAPD, Medicare Advantage
처방약 플랜): 이 플랜은 HMO, PPO, HMO-POS, 또는 SNP와 같은 관리형 의료
플랜이며 병원, 의사, 전문의, 약국 및 처방약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적인 혜택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며 Medicare 파트
D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통해 파트 D
보험을 획득해야 합니다.
파트 D 플랜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개인은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처방약 비용의
일부를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처방약 플랜에 따라 어떤 처방약이 보장되고(처방집),
플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이며(보험료, 공제액 공동 부담금), 어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지(네트워크)가 달라집니다. 모든 처방약 플랜은 Medicare가
설정한 최소 수준의 표준 보장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플랜은 더 높은 월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처방약 수요를
충족하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득이 높은 수혜자(개인 $88,000 이상, 부부는 $176,000 이상)는 플랜 보험료 이외에
파트 D 추가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요금은 2020년 기준 매달 $12.30에서 $77.10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연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파트 B와 유사하게
지불됩니다(요금 차트는 65페이지 참고).
파트 D 플랜의 혜택은 다양하나, 2021년 기준 모든 플랜은 각자 다음과 같은 최소
수준의 보장범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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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Deductible, 최대 $445). 플랜이 처방약 비용 지불을 돕기 전에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일부 플랜의 경우 공제금이 더 낮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초기 보장범위 수준. 의약품 비용 최대 25%, 총 지불 비용 최대 $4,130까지 일정
공동 부담금(코페이)을 지불하게 됩니다. (총 의약품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하는
처방약 비용에 플랜이 부담하는 비용을 합한 것입니다.)
보장범위 공백(coverage gap). 의약품 비용이 총 $4,130에 도달하고 나면 본인이
$6,550를 부담할 때까지 브랜드 및 일반 의약품의 25%(+약간의 약국 처리 비용
포함)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장범위 공백을 채우는 동안 지불된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 외에 공제금(있는 경우), 공백기 중 구입한 총 브랜드
의약품 비용 및 일반 의약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재난 보장(본인 부담금이 $6,550 충족 후). 수혜자는 처방약 비용의 5%나 공동
부담금 $3.70(일반 의약품) 또는 $9.20(브랜드 약품) 중 높은 쪽을 책임져야 합니다.
Medicare 파트 D 가입
Medicare 처방약 보장범위에 가입하려면 기존 Medicare에서 이용 가능한 파트 D
플랜(PDP)이나 처방약 보장범위를 포함하는 Medicare Advantage 플랜(MA-PD)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교 정보는 www.medicare.gov를 방문하거나 1-800-MEDICARE로
전화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HIICAP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파트 D 가입은 7개월의 초기 가입 기간(IEP)에 할 수 있습니다(5페이지 참고). 또한
수혜자는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의 연간 선택 기간(AEP)에 플랜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AEP 외에도 파트 D 플랜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SEP)이
부여되는 제한된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의 상황을 포함합니다.
• Medicare, Medicare Savings Program(Medicare 절약 프로그램) 또는 Extra
Help(추가 지원)에 가입한 개인은 한 해의 첫 9개월 동안(1월-3월, 4월-6월, 7월9월) 분기마다 한 번 플랜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은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 EPIC 회원은 매년 한 번씩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38페이지 참고).
• 파트 D 포함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다른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파트 D 처방약
보장범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기존 Medicare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파트 D 플랜 선택권이 있는 거주 카운티 변경. (이 SEP은 또한 해외 거주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개인과 교도소에서 석방된 개인을 포함합니다.)
• 전문 간호 시설을 포함한 장기 간호 시설에 입원, 거주, 퇴원하는 개인.
• 파트 D 플랜에 가입하려고 COBRA를 포함한 직장/노조 제공 보험에서 탈퇴한 개인.
• 서비스 지역의 처방약 플랜 제공이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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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파트 D 가입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medicare.gov나 플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1-800-MEDICARE 또는 플랜에 직접 연락해 전화로 신청하기.
• 가정 방문을 예약하여 파트 D 플랜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기.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
• Medicare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처방약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이더라도
파트 D 플랜 구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도를 충족하는 의약품 보장범위(적어도
표준 Medicare 처방약 보장범위와 동등한 보장범위)를 보유하지 않은 수혜자는
나중에 이러한 플랜에 가입하기로 하더라도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Medicare에 가입되어 있으며 처음 가입 자격이 생겼을 때 Medicare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고, 한도를 충족하는 의약품 보장범위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내야
하는 벌금은 월 “기준 보험료”(2021년 기준 $33.06)의 1%입니다. 이 벌금은 파트
D 보장범위를 보유하고 있는 한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한도를 충족하는
보장범위를 유지해 왔으며 보장범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Medicare 파트 D
보장범위가 시작되는 날짜까지의 간격이 6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의 Extra Help를 보유한 개인은 늦게
가입하여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36페이지 참고).
• 파트 D 초기 가입 기간(IEP)에 가입한 개인에게는 늦게 가입하여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직장이나 조합, 연방 보훈처(VA), 또는 TRICARE for
Life와 같은 한도를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개인에게는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직장 건강 보험이 있는데도 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또는 이전 직장을 통해 한도를 충족하는 의약품 보장범위 제공받는 경우에는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는 주로 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의약품 보장범위가 “한도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서신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직장에 연락하여 파트 D
플랜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D 플랜에 가입하면 처방약 보장범위뿐만
아니라 해당 직장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의료 혜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복용하는 약품이 없어도 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하나요?
파트 D 보장범위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의 연간 선택 기간(AEP)에만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의약품이 변동될 경우를 대비해 가장 저렴한 플랜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 가입 자격이 생겼을 때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D 플랜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파트 D 플랜을 선택하려면 www.medicare.gov의 Planfinder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Medicare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식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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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지 않는 일반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lanfinder의 안내에 따라 현재 복용 중이거나 다음 연도에 복용할 수 있는 약품, 복용량,
필요 수량이 모두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용하는
약국의 약사에게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품의 목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색에는 최대 세 개의 약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Plan
finder 도구에서 보고 싶은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Medicare와 함께
작용하는 파트 D나 Medicare Advantage 플랜 중 하나가 됩니다. 이때 여러 도구를 사용해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플랜의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읽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해당 플랜에 연락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했다면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Medicare(1-800-MEDICARE)
또는 파트 D 플랜에 전화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HIICAP 상담사는 Planfinder 사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활용 관리 도구
Medicare 처방약 플랜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층, 사전 승인, 단계별 치료
및 수량 제한과 같은 비용 관리 도구를 도입하였습니다.
• 계층: 파트 D 플랜은 처방집(보장하는 약품의 목록)을 “계층(tier)”별로 분리하고,
그에 따라 플랜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가격이 저렴한 계층의 약품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통상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며 브랜드 의약품이 속한 높은 계층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 사전 허가: 처방약 플랜은 처방집에 있는 약품을 보장하나, 때로 의사가 플랜에
연락해 특정 의약품이 필요한 의학적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치료: 파트 D 플랜은 더 비싼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같은 질환에 사용되는 저렴한 약품을 먼저 사용할 것을 수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가 이미 더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해 봤다면 댬당
의사에게 연락해 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 수량 제한: 플랜은 안전 및 비용 관련 이유로 특정 기간 동안 보장하는 의약품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은 한 번에 최대 30일 분량의
의약품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파트 D 관련 이의 제기
파트 D 관련 이의 제기는 독립적인 파트 D 플랜(PDP)이나 Medicare Advantage
Plan(MA)의 보장범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정을 따릅니다.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지만 지불할 수 있는 비용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 다음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 처방 의사에게 연락해 플랜이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 플랜에게 의약품 커버에 대한 “예외” 허가를 요청하거나,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의약품을 커버할 것을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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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플랜의 거부 통지 지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시간 제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의약품 비용 추가 지원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사회보장국)은 소득이 낮고 자원이 제한된 Medicare
수혜자를 위해 파트 D 플랜의 비용을 보조합니다. 이 보조금은 파트 D 플랜에 직접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Low-Income Subsidy Program(LIS, 저소득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Extra Help(추가 지원)라고도 합니다. Medicaid 및/또는
Medicare Savings Program(MSP)에 가입된 개인은 자동으로 Full Extra Help에 가입되며,
SSA에 직접 연락해 Extra elp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도 Extra Hel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ull Extra Help는 연방 빈곤 기준선의 135%에 달하는 월 소득과 아래 나열된 제한
기준 내에서 자원을 보유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자원은
개인의 경우 추가 $1,500, 부부의 경우 추가 $3,000의 장례 비용을 포함합니다.
Full Extra Help의 혜택:
• 선택한 플랜이 “기준” 플랜, 즉 Extra Help에서 전액 보조하는 월 보험료(2021년
기준 월 보험료 최대 $42.27까지)를 포함하는 기본 플랜인 경우, 파트 D 플랜의
월 보험료 면제.
• 공제금은 없습니다.
• 소득에 따른 공동 부담금 할인. 연방 빈곤 기준선 100%에 달하는 소득을 보유한
수혜자는 일반 처방약에는 $1.30의 공동 부담금을, 브랜드 처방약에는 $4.00을
지불하게 됩니다. Full Extra Help를 받는 기타 모든 개인의 코페이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3.70,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9.20로 제한됩니다.
Partial Extra Help는 연방 빈곤 기준선의 150%에 달하는 월 소득과 아래 나열된 제한
기준 내에서 자원을 보유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자원은
개인의 경우 추가 $1,500, 부부의 경우 추가 $3,000의 장례 비용을 포함합니다.
Partial Extra Help의 혜택:
• 소득 기반 차등제(슬라이딩 스케일제)로 월 보험료 책정.
• $92를 초과하지 않게 공제금 할인 제공.
• 공동 부담금 할인 - 처방약 비용의 15%나 플랜의 비용 공유금 중 낮은 쪽을
지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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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Help 소득 및 자산 제한 (2021)
개인

기혼 부부
월 소득

월 소득

자산

자산

Full Extra Help

$1,469

$9,470

$1,980

$14,960

Partial Extra Help

$1,630

$14,790

$2,198

$29,520

HIICAP 상담사는 사회보장국처럼 Extra Help 가입 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tra Help를 신청하려면 1-800-772-1213(TTY는 1-800-325-0778)으로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시거나, www.socialsecurity.gov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tra Help는 1년 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Extra Help에 가입한 개인에게는 파트 D 가입 지연에 따른 벌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xtra Help에 가입된 개인에게는 연중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Extra Help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만 파트 D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umana가 관리하는 Limited Income Newly Eligible
Transition(LINET, 제한 소득 신규 가입 자격 충족 전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LINET은 여러분이 파트 D 플랜에 가입하는 동안 소급적 또는 일시적 처방약
보장범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Medicare 어워드 레터, MSP 어워드 레터 또는 SSI
증명 등 자신이 추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제공 가능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INET은 1-800-783-130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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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EPIC 프로그램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고령자 처방약 보험 보장범위)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program(EPIC)은 뉴욕주 고령자를 위한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65세 이상이며 뉴욕주에 거주하고, 독신의 경우 소득이
최대 $75,000, 부부의 경우 소득이 최대 $100,000이면 EPIC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내 대부분의 약국이 EPIC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EPIC에 가입하려면 파트 D 보장범위(PDP 또는 MA-PD)가 필요하지만, 파트 D에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EPIC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시기에 파트 D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Medicaid 플랜에 가입되었다면 EPIC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Medicaid spenddown을 보유한 경우 가입 자격이 있을 수도 있음).
EPIC은 처방약 비용을 줄이기 위한 Medicare 파트 D의 2차 보장범위로 운영됩니다.
EPIC 회원은 처방약을 탈 때마다 약국에서 파트 D 카드와 EPIC 카드를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EPIC은 파트 D 공제액을 충족하고 난 후 2차 보장범위로 운영됩니다. 또 EPIC은
처방 비타민 및 기침 감기 약품을 포함하는 승인된 파트 D 제외 의약품을 보장합니다.
EPIC 수수료 및 공제금 플랜
EPIC에는 두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는 Fee Plan(수수료 플랜)이며, 다른 하나는
Deductible Plan(공제금 플랜)입니다. 신청인은 어느 플랜에 가입할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플랜 가입은 EPIC이 신청인 개인/부부의 소득에 근거해 결정하게 됩니다.
EPIC의 수수료 플랜은 연 소득이 최대 $20,000인 개인 및 연 소득이 최대 $26,000인
기혼 부부에게 제공되는 플랜입니다. 수수료 플랜에 참여하려면 차등제(슬라이딩
스케일)로 자신의 소득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전년도의 연 소득을
기반으로 분기마다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6,000인 독신 개인은 연간
수수료 $110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24,000인 부부가 EPIC의 회비 플랜에
참가하려면 1인당 $260을 지불해야 합니다. EPIC 참가자는 수수료 지불 후 파트 D
플랜의 공제금 및 비용 공유 일정에 따라 의약품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불하게
됩니다.
EPIC은 수수료 플랜 회원 대신 파트 D 월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는 2021년 기준 월 최대
$42.27까지입니다. 추가로 full Extra Help에 가입된 EPIC 회원은(36페이지 참고) EPIC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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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의 Deductible Plan(공제금 플랜)은 연 소득이 $20,001에서 $75,000 사이인 개인
및 연 소득이 최대 $26,001에서 $100,000 사이인 기혼 부부에게 제공되는 플랜입니다.
참가자는 공제금 플랜에 참여하기 위해 EPIC 공제금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처방약
비용을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소득에 기반합니다. 공제금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EPIC 자기 부담금(코페이) 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3,000인 독신 개인은 연간 공제금 $580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29,000인 부부는
각자 연간 공제금 $700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금 플랜 가입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PIC은 미혼 $23,000/기혼 $29,000까지 소득이 있는 공제금 플랜 회원에 대해 파트 D
월 보험료(2021년 기준 월 최대 $42.27까지)를 지불합니다. 소득이 더 높은 공제금 플랜
회원은 자신의 파트 D 보험료를 직접 지불해야 하나, EPIC 공제금이 기본 파트 D 플랜의
연간 비용(2021년 기준 약 $507.24)만큼 감소됩니다.
공제금 플랜 회원이 자신의 공제금 기준을 달성한 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파트 D
플랜의 공동 부담금(코페이)에 따른, 보장 의약품에 대한 EPIC 공동
부담금(코페이)뿐입니다. 파트 D 공제금 단계에서 발생하는 처방약 비용은 EPIC
공제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
✓ Extra Help에 가입되지 않은 EPIC 회원은 공제금이 없는 파트 D 플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PIC은 파트 D 플랜의 공제금 단계에서 구입한
처방약 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www.medicare.gov Planfinder 도구는 EPIC 가입 및 EPIC 공동 부담금(코페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PIC과 Medicare 파트 D는 어떻게 함께 운영되나요?
EPIC 회원은 뉴욕 법에 따라 Medicare 파트 D 플랜에도 가입해야 하므로(Medicare 파트
D, 26페이지 참고 바람), 어떤 이유로든 파트 D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EPIC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EPIC은 1년 내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PIC 가입 당시에 파트 D 플랜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도 EPIC 가입 후에 파트 D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D 보장범위는 1차 보험이며 EPIC 보장범위는 항상 2차 보험입니다. 가입자는 파트
D 플랜이 비용을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에 기반해 EPIC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파트 D 보장범위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에
본인 부담금 $20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EPIC이 있으면 의약품 $20에 대한 EPIC 본인
부담금 $7만 지불하면 됩니다. EPIC은 또 처방약이 파트 D 플랜으로 먼저 보장되는 한
항상 여러분이 파트 D 공제금을 충족한 후에 비용을 보장할 것이며, 이는 초기 보장범위
수준, 보장범위 차이, 그리고 재난 보장범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PIC은 EPIC에
참여하는 우편 주문 약국을 이용하는 파트 D 플랜 회원의 2차 지불 보험이 되며, 이는
해당 우편 주문 약국이 뉴욕주 이외의 지역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PIC은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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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지역의 약국에서 조제된, 파트 D 플랜이 보장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EPIC은 뉴욕주의 State Pharmaceutical Assistance Program(SPAP, 주 의약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SPAP 회원에게는 매년 한 번 더 추가로 파트 D 플랜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파트 D 보장범위를 포함하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이나 기존
Medicare와 함께 운영되는 파트 D 플랜으로 변경) 특별 가입 기간(SEP)이 주어집니다.
EPIC과 Extra Help
Extra Help에 대한 소득 자격을 보유한 EPIC 회원은 EPIC이 해당 인물을 대신해
사회보장국에 Extra Help를 신청할 수 있도록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RFAI,
추가 정보 요청서)이라는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tra Help 신청은 Medicare
파트 B 보험료 지불을 지원하기 위한 Medicare Savings Program(41페이지 참조) 자격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뉴욕주의 Medicaid 프로그램에도 제출됩니다.
Medicare 파트 D 및 EPIC 보장
또는 승인된 파트 D 제외 약품에 대한 자기 부담금(코페이):
처방약 비용
(Medicare 파트 D 플랜 제출 후)
최대 $15까지
$15.01 - $35
$35.01 - $55
$55 이상

EPIC
자기 부담금(코페이)
$3
$7
$15
$20

EPIC과 고용주/퇴직자 처방약 보장범위
EPIC에는 파트 D 플랜 가입이 필요한데, 파트 D 가입이 고용주/퇴직자 보험 혜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고용주/퇴직자 의약품 보장범위를 보유한 개인은 EPIC에 가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간혹 고용주/퇴직자 보험 보장범위가 파트 D 플랜으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EPIC에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신 의약품
보장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혜택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PIC 신청하기
• 1-800-332-3742(TTY: 1-800-290-9138)로 EPIC에 전화해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PIC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인쇄는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epic/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온라인으로
EPIC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작성 완료된 EPIC 신청서는 518-452-3576번으로 팩스를 보내시나 다음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PIC, P.O. Box 15018, Albany, NY 122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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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SAVINGS PROGRAM(MEDICARE 재정 보조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MSP, Medicare 재정 보조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
Medicare 보험료 및 기타 Medicare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P는
뉴욕시의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인력자원국, HRA)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SP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MSP는 12개월 단위로 허가되며, HRA는 매년
서비스 갱신 패킷을 우편으로 전송해 지속적인 혜택 자격을 검토합니다.
다음은 Medicare Savings Program에 대한 정보와 각 프로그램의 소득 제한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

•

•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Program(QMB, Medicare 적격 수혜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Medicare 파트 A 및/또는 파트 B 보험료 뿐만 아니라 파트 A와 B의 공동
보험금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QMB 가입 자격만 충족하거나,
QMB와 Medicaid 동시 가입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QMB를 사용하면서 본인
부담금 없이 전체 의료 비용 보장을 받으려는 개인은 Medicare와 Medicaid를 모두
수락하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o 신규 항목: QMB 상태는 이제 Medicare Summary Notice(Medicare 요약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QMB 수혜자가 Medicare 비용 분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o SSI 수신자는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자마자 자동으로 QMB에 가입되며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에 동시 가입됩니다.
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 Program(SLMB, 특정 저소득
Medicare 수혜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Medicare 파트 B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개인의 경우 SLMB 가입 자격만 충족하거나, SLMB와 Medicaid(spenddown 포함) 동시
가입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SLMB 가입 자격을 충족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Medicare 파트 A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ualified Individual(적격 개인, QI): 이 프로그램은 Medicare 파트 B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개인의 경우 QI와 Medicare에 모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QI 가입 자격을
충족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Medicare 파트 A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MSP 월 소득 및 자원 제한 기준 - 2020
독신
QMB: 100% FPL
SLMB: 120% FPL
QI: 135% FPL

소득
$1,084
$1,296
$1,456

자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득
$1,457
$1,744
$1,960

기혼 부부
자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MSP 월 소득 및 자원 제한 기준 - 2021 추정

QMB: 100% FPL
SLMB: 120% FPL
QI: 135% FPL

소득
$1,093
$1,308
$1,469

독신
자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득
$1,472
$1,762
$1,980

기혼 부부
자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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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Savings Program 신청하기
• 해당 지역의 Medicaid 사무소 대행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o 대행 에이전트는 신청서 완료와 필요한 증명 서류 수집을 돕습니다. 대행 HIICAP
카운슬러와의 상담을 예약하려면 212-244-6469로 전화해 HIICAP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00-333-4114번으로 Medicare Rights Center(Medicare 권리
센터)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o Facilitated
Enroller(신청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https://www1.nyc.gov/assets/ochia/downloads/pdf/facilitated-enrollers.pdf를
방문하시거나, 347-396-4705로 연락해 집 근처 센터를 찾아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o 작성 완료된 신청서와 증명 서류 사본은 다음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edical Assistance Program; MSP-CREP, 5th Floor; P.O. Box 24330; Brooklyn, NY
11202-9801.
어떤 신청서를 사용하면 되나요?
• MSP만
신청하는
경우(Medicaid와
MSP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https://www.health.ny.gov/forms/doh-4328.pdf에서 간소화된 Medicare 절약 신청
양식인 DOH-432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MSP와 Medicaid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Medicare Savings 신청서와
https://www.health.ny.gov/forms/doh-4220.pdf에서 찾을 수 있는 Access NY Health
Care, DOH-4220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MSP 신청 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소득은 직장에서 번 수입이나 자영업 수입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회 보장 연금, 연금,
보훈자 혜택, 실업 수당 등 월별 기준으로 받는 자금뿐만 아니라 IRA, 401K, 403B나
기타 퇴직 연금에서 얻는 정기적인 소득도 포함합니다.
• MSP 가입 자격을 고려할 때는 계산에 포함되는 자금을 줄일 수 있는 특정 소득 관련
제외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지불한 의료 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Medigap 보험료, 장기 치료 보험료, 퇴직자 건강 보험료 및 치과
보험료.
참고: MSP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정규직 근무로 사회 보장 연금 지급을 보류하지 않은
한,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것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 가입 정보:
• MSP에 가입된 개인은 Medicare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Full
Extra Help에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36 페이지 참고 바람).
• SSA는 여러분의 정보를 뉴욕주에 전달하여 MSP 가입 자격을 검토할 것입니다.
• 아직 일을 하고 있더라도 수익 제외에 따라 Medicare Savings Program 가입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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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사기 및 남용
연방 정부는 Medicare 사기, 낭비 및 남용으로 인해 전체 Medicare 지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 수십억 달러가 손실된다고 추정합니다. Medicare 수혜자는 수상한 비용
청구를 경계하고 이를 신고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사기란 무엇인가요?
사기란 의도적으로, 자진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면서도 사기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나 지불금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시도하는 행동입니다. 사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킥백(사례금), 뇌물, 또는 리베이트
• 다른 사람의 Medicare 카드나 번호를 사용해 서비스를 받는 행위
•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 항목이나 서비스를 청구하는 행위
•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에 받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행위
• 치과 치료, 정기적인 발 치료, 청력 서비스, 정기적인 시력 검사 등과 같이
Medicare가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보장되는 서비스로
위장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비용을 두 번 받고자 Medicare와 또 다른 보험사 또는 Medicare 및
환자에게 비용 청구서를 보내는 행위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남용은 사기는 아니지만 Medicare 프로그램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사건과 관행입니다.
남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및 건강 간호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행위
• 비적절한 비용 청구 관행
• Medicare 수혜자에게 비용을 인상하고, 다른 환자들에는 인상하지 않는 행위
• 착오가 발견되어도 정정하지 않는 행위
• Medicare 파트 B 공제액 및 20% 공동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면제함.
Medicare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절대로 모르는 개인에게 여러분의 Medicare 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Medicare 수혜자 식별자(MBI)를 도용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Medicare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치 않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민영
건강보험, 의사, 공급 업체를 주의하십시오.
• 전화로 Medicare에서 전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십시오.
Medicare는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자택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 무료 증정품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Medicare 번호를 교환하려는 회사를 경계하십시오.
• Medicare에서 승인한 서비스라며 비의료적 교통 서비스 또는 가사 보조를 제공하는
재택간호 공급 업체를 경계하십시오.
• Medicare가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받는 방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십시오.
• Medicare Summary Notice(Medicare 요약 통지서, MSN)와 실제로 받은 의료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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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범위를 비교하여 의사 방문과 의료 비용 청구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중복 비용 지불
• 받은 기억이 없는 서비스
• 비용 청구된 서비스가 실제로 받은 서비스와 다른 경우
•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Medicare의 비용 지불
Medicare 사기 보고 방법
의료 사기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800-333-4374로 연락하십시오.
전화를 할 때에는 다음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 제공자 또는 회사 이름 및 해당 개인의 이름 옆의 모든 식별 번호
• 본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서비스를 받은 날짜
• 비용이 청구된 서비스 유형 또는 의료 항목
• Medicare에서 승인하고 지불한 금액
• Medicare Summary Notice(MSN) 상의 날짜
• 문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Medicare 수혜자가 Medicare를 도와 사기나 남용 사례를 적발하면, Medicare 뿐만 아니라
수혜자 자신도 돈을 절약하게 됩니다.
Medicare 사기 및 남용을 보고하려면
1-800-333-4374로 SMP(수석 Medicare 감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Medicare 파트 D 플랜의 사기 및 남용을 보고하려면
1-877-7SafeRx로 Medic에 전화하십시오.

사기와 남용은 모두의 문제이며
누구든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 거래 위원회)은 신원 보호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나 불만 제기는 1-877-438-4338로 전화하거나
www.consumer.gov/scams에 접속하셔서 FT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Medicare 번호와 사회보장번호, 출생연월일, 그리고 은행이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이들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적법성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관련 정보에 정통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소비자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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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 이상,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Medicaid 가입 자격
Non-MAGI Medicaid
Medicaid 는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시정부 합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Medicaid 는 “자산 심사” 프로그램으로, 신청인은 이용 자격 취득을 위해
자신의 재정적 필요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Medicaid 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영구적 플라스틱 Medicaid 카드가 발급되며, 카드는 해당 신청인이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Medicaid 는 재정 기준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 시에서 Medicaid 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뉴욕 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Medicaid 보장 서비스
• 응급 및 병원 서비스
• 예방 서비스
• 개인 간호 서비스
• 사례 관리 서비스
• 승인된 처방약
• 물리 치료
• 언어 재활 및 청각 재활 치료
• 결핵(TB) 관련 서비스
• 정신 건강 서비스
• 개인 간병
• 보청기

•
•
•
•
•
•
•
•
•
•
•

진단 서비스
직업 치료 서비스
클리닉(진료소) 서비스
검사 서비스
재활 서비스
호스피스 간호
안경 및 검안 서비스
치과 서비스 및 의치
보철 장치
교통편
재택 간호

Medicaid 를 신청하는 장소와 방법은 여러분이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65 세
이상,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은 뉴욕 시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인적 자원
관리부)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며, 65 세 이하이고,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NY State of Health 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섹션은 65 세 이상인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Medicaid 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65 세 이하이며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Medicaid 정보는 52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5 세 이상이며,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인 개인은 요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Medicaid 가입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Community Medicaid(커뮤니티 메디케이드)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Medicaid 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Medicaid 를 뜻합니다.
• Institutional Medicaid(기관 Medicaid)는 Medicaid 가 의료 보험 보장범위의
모든 범위 및 풀 타임 간호 시설 치료를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는 Medicare 파트
A 가 커버하는 임시 전문 간호 시설과 다름)을 뜻합니다.
COMMUNITY MEDICAID 는 2021 년 기준 개인의 경우 $884/기혼 부부의 경우
$1,300 이라는 최대 월별 계산 가능 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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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0(+$1,500 장례 비용), 기혼 부부의 경우 $23,400 의 자산 제한(+$3,000 장례
비용)을 두고 있습니다.
Medicaid 는 임금, 사회 보장 혜택, 연금 등 모든 출처의 소득을 따집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Medicaid
Spenddown 이라고 하는 Medicaid 의 Excess Income Program(초과 소득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penddown 프로그램에서는 의료
비용에서 Medicaid 의 소득 제한을 넘어서는 “초과 비용”을 감액하게 되며, 그 다음부터는
월중 남은 날짜만큼 완전한 Medicaid 보장범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에는 현금, 은행 계좌, 개인 퇴직 연금(IRA) 및 주식이 포함됩니다. 현 주거용 자택,
차량, 개인 소지품을 포함하는 특정 자산은 해당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Medicaid 신청인은 신청 달의 자산을 서류로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커뮤니티
Medicaid 의 자산 이동에는 룩백(회고)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관리요양의료서비스
(Long-term Care)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룩백 (회고) 기간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주 예산에 따르면 메디케이드가 보장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020 년
10 월 1 일부터 그 기간 이후에 발생한 자산 이동부터 30 개월 룩백(회고) 기간을
도입합니다. 처음에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룩백 (회고) 기간이 도입되기로
결정되었으나, 코비드 19 의 공공보건재난 상황으로 인해 2021 년 4 월 1 일까지 시행이
연기 되었습니다. 이 룩백(회고) 기간은 새로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가입되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경우 자산 이동에 대한 룩백(회고)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edicaid
의
소득
및
자산
계산
방법에
대한
전체
목록은
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reference/mrg/에서 Medicaid 참조 가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소득이 Medicaid 규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Medicare 보험료 및 Medicare
관련 비용 지불을 돕는 Medicare Savings Program 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41 페이지 참고).
Medicaid 신청서: 신청인은 Access NY Health Care 신청서인 양식 DOH 4220 과 보조
양식(Supplement)
A
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작성
방법은
http://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alternative_forms.ht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Medicaid 신청서 제출 장소와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처의 신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도움받기. HIICAP 카운슬러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자치
도시의
대행
업체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며,
아니면
http://www1.nyc.gov/assets/ochia/downloads/pdf/facilitated-enrollers.pdf 에서 신청
담당자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 Medicaid 사무소 방문하기.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작성하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Medicaid 사무소의 목록은 64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311 로 전화해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을 요청하시거나,
48
212-AGING-NYC (212-644-6469)로 전화하여 HIICAP 요청

www1.nyc.gov/site/hra/locations/medicaid-locations.page 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하기. 작성 완료된 신청서는 증명 서류와 함께 다음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nitial Eligibility Unit
HRA/Medicaid Assistance Program
P.O. Box 2798
New York, NY 10117-2273
재인증: Medicaid 는 12 개월 동안 허가됩니다. HRA 는 보장 9 번째 달에 지속적인 자격
판단을 위해 우편으로 재인증 패키지를 보내 드리며, 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Medicaid 신청인의 “Spenddown” 없애기
장애인은 나이를 불문하고 재택 간호, 성인 주간 보호소 및 처방약 비용을 포함한
지역사회 Medicaid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보조 필요 신탁에 참여해 모든 소득을 생활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필요 신탁을 설정하면 “초과 범위”나 “스펜드다운” 비용을
Medicaid 에 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 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공동 출자 소득 신탁
기금은 개인의 월 잉여 수입을 받아 해당 인물이나 그 법적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대신
소득을 재배포합니다. 상속 계획과 보조 필요 신탁에 관한 추가 정보는 고령자 의료 전문
변호사나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고령자 간호 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번호 212-613-7310 또는 이메일 EFLRP@NYLAG.org 을 통해 NY Legal
Assistance Group 의 Evelyn Frank Legal Resources Program 으로 문의하십시오.
Medicaid 는 어떻게 Medicare 와 함께 작용하나요?
Medicare 와 Medicaid 에 둘 다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edicare 와 Medicaid 에 둘 다
가입된 개인을 “이중 가입 자격자”라고 합니다. 이때 Medicare 는 1 차 보험이며
Medicaid 는 2 차 보험이 됩니다. 뉴욕 Medicaid 는 파트 A 공제액과 파트 B 공제액 및
20%의 공동 보험금과 같은 Medicare 비용 공유 금액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Medicare
프로그램이 보장하지 않는 재택 간호, 치과 및 안과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중 가입 자격자도 다른 Medicare 수혜자처럼 Medicare 및 Medicaid 혜택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서비스 공급자와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가입
자격자가 Medicare 및 Medicaid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Medicare(레드, 화이트 및 블루 카드) + Medicaid 진료별 수수료 지불 (NYS 혜택
카드) + Medicare 파트 D 플랜.
• 이중 가입 자격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특수 필요 플랜 - 이 플랜은 Medicare A + B +
D 혜택뿐만 아니라 Medicaid 커버 서비스의 모든 범위를 제공하는 HMO 입니다.
• 파트 D 포함 Medicare Advantage 플랜 + Medicaid 진료별 수수료 지불(NYS 혜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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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는 어떻게 Medicare 파트 D 와 상호 작용하나요?
이중 가입 자격자는 자동으로 Full Extra Help(추가 지원)에 가입되며(36 페이지 참고)
스스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파트 D 플랜에 가입됩니다. 이중 가입 자격자는
“벤치마크” 플랜으로 분류되는 파트 D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한 파트 D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선(FPL)의 100% 미만인 이중 가입
자격자는 2020 년 기준 일반 의약품의 경우 $1.30,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4.00 의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내게 됩니다. 소득이 FPL 100% 이상인 이중 가입 자격자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3.70,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9.20 의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내게 됩니다.
파트 D 는 법에 따라 비처방약이나 비타민과 같은 특정 의약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품은 계속해서 처방전과 함께 Medicaid 의 보장을 받습니다.

필수 Managed Medicaid 장기 관리 의료서비스 (Long-term Care):
개인 치료 서비스, 자택 간호(홈케어) 또는 개인 의무 간호사를 위한 Medicaid 신청하기
Medicaid 가 보장하는 개인 치료 서비스, 자택 간호 또는 개인 의무 간호사 서비스가
필요한 이중 가입 자격자는 먼저 Medicaid 를 신청한 뒤 Medicaid 승인을
받고(Spenddown 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855-222-8350 으로 New York Medicaid Choice 에 전화해 CFEEC 예약을 요청합니다.
CFEEC(Conflict Free Evaluation and Enrollment Center, 분쟁 없는 평가 및 가입
센터)는 새롭게 장기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개인의 자택 간호(홈케어) 서비스
필요를 평가합니다. CFEEC 는 특정 개인에게 자택 간호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CFEEC 는 특정 개인에게 필요한 자택 간호의 유형이나 시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CFEEC 가 고객에게 연간 120 일 이상의 자택 간호로 정의되는 장기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자택 간호 서비스에 대한
장기 관리 의료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2. Medicaid 보장 장기 치료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Medicaid 장기 관리 의료 플랜
(Managed long term care)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New York Medicaid Choice 로
부터 선택 사항과 가입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플랜 가입까지는
60 일이 제공됩니다. 직접 플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장기 관리 의료 플랜에
가입됩니다(아래 첫 번째 중요 항목 참조).
제공하는 간호의 유형과 간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장기 관리 의료 플랜이므로, 하나
이상의 플랜에 문의하여 서로 다른 플랜이 승인하는 간호 유형과 간호 시간을 비교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장기 관리 의료 서비스 플랜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Managed Long Term Care(장기 관리 의료, MLTC): MLTC 플랜은 장기 관리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택 개조, 비응급 의료 교통편, 발병 치료, 청각, 치과 및
안과 치료 등 몇 가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Medicare 및
Medicaid 공급자 조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 장기 관리 의료 플랜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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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
•

유연한 플랜입니다. MLTC 가입자는 다른 모든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에
더하여 자신의 현재 플랜(예: 여러분의 Medicare 카드, Medicaid 카드, Medicare
Advantage 카드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 장기 관리 의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MLTC 플랜에 가입됩니다.
Medicaid Advantage Plus(MAPlus): MAPlus 플랜은 장기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Medicaid 및 Medicare 서비스를 통합한 보험회사 플랜을 통해
제공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 보험사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제공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ograms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PACE, 고령자를 위한 통합
치료 프로그램): PACE 플랜은 장기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Medicaid 및
Medicar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플랜의 회원은 같은 플랜 내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며 반드시 네트워크 내 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PACE 플랜과
MAPlus 플랜의 차이는 PACE 플랜의 가입자가 최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PACE
플랜이 의료 클리닉이나 병원 같은 특정 장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관리 의료 플랜의 유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LTC, MAP+ 및 PACE: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redesign/docs/mltc_guide_e.pdf
플랜 디렉토리: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anaged_care/mltc/mltcplans.htm

즉시 자택 간호 서비스(Immediate Need for Homecare Service)가 필요한 Medicaid
신청인에게는 7일 내에 Medicaid 승인을 받고, 12일 내에 자택 간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DOH-4220 신청서, 보조 서류 A, 그리고 증명
서류와 함께 의사 서명을 포함하며 자신의 특정 치료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치료의
즉각적인 필요를 주장하는 M11-Q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 자택 간호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나면 신청인은 NYC Medicaid 프로그램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며, CFEEC나 관리 의료 플랜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몇 달간
이 서비스를 받고 난 후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리 의료(managed care)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절차를 설명하는 HRA Medicaid Alert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nylc.com/health/afile/203/614/.
장기 관리 의료는 어떻게 Medicaid Spenddown과 함께 작용하나요?
많은 Medicaid 가입자가 Medicaid가 보장하는 자택 간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스펜드다운을 이용합니다. 이 가입자는 이제 자신의 Medicaid Spenddown(금액)을 의료
보험에 지불하게 됩니다. 회원이 스펜드다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플랜은 회원의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1. 자신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플랜 유형(MLTC, MAPlus, 또는 PACE)을 결정하십시오.
2.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을 고를 수 있게 여러분의
서비스 공급자가 어떤 플랜에 참여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APlus 또는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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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플랜을 통해서도 파트 D 의약품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www.medicare.gov의 Planfinder(플랜 검색 도구)를 사용해 해당
플랜의 처방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플랜에 가입하려면 1-888-401-6582로 NY Medicaid Choice에 전화하십시오.
플랜은 제가 몇 시간의 자택 간호를 받을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플랜 선택 절차에서는 플랜에 평가를 요청해 해당 플랜 가입 시에 받을 수 있는 간호
시간에 대한 서면 플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관리 의료 플랜(managed long term care plan)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0년 12월 1일 부터 새로 장기 관리 의료 플랜에 가입하는 분은 잠금(lock-in) 기간이
있습니다(단, 이 규칙은 MAPlus 또는 PACE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새로운 플랜 가입 후 처음 9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갖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당신은 새로운 장기 관리 의료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90일 후 9개월 동안은
플랜을 바꿀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단 만약 그에 합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는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9개월의 잠금(lock-in) 기간이 지난 후 가입자는 아무때나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Medicaid 장기 관리 의료 가입은 New York Medicaid Choice(Maximus)가
처리하며 1-888-401-658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장기 관리 의료 플랜에 대한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Independent Consumer Advocacy Network(독립 소비자 옹호 네트워크, ICAN)는 MLTC,
MAPlus, PACE 및 일반 Medicaid(장기 간호 서비스 포함)를 포함하여 Medicaid 관리
의료를 통해 장기 치료 서비스를 받는 이들을 위한 뉴욕주 행정 감찰 프로그램입니다.
ICAN의 연락처는 1-844-614-8800입니다. 한국인 스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간호용(institutional) Medicaid: 시설 Medicaid 는 소득 및 자원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이 자택으로 돌아가기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한, 간호
시설(nursing home) 거주자의 소득 대부분은 약간의 월 “개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간호
시설 비용에 사용됩니다. 해당 개인의 배우자가 아직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더 유연합니다.
간호 시설은 시설 Medicaid 신청서 준비와 제출을 도울 것입니다. 신청자는 일반 커뮤니티
Medicaid 신청서뿐만 아니라 지난 5 년 간의 자산 서류도 제공해야 합니다. Medicaid 는 이
5 년 간의 “회고 기간”을 통해 Medicaid 가입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dicaid 는 5 년 간의 회고 기간 중에 이러한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송금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송금 벌금은 해당 송금 양에 비례하는 시간 동안 Medicaid 가 간호
시설 거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1 년 뉴욕시는 총 거래된 금액을
$13,037 로 나누어 벌금 기간의 개월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신청한
달로부터 5 년 전의 기간 동안 가족에게 $130,370 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벌금 기간은
10 개월이 됩니다. 해당 개인은 Medicaid 보장범위가 시작되기 전 10 개월 간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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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시설 거주 비용을 부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송금 벌금에는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신청인은 변호사에게 해당 문자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자택에 남는 배우자 보호: 배우자가 장기 간호 시설에 입주할 때 자택에 남는 다른
배우자는 간호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정 궁핍에 대해 보호를 받습니다. 연방 및
뉴욕주법에 따라 자택에 남는 배우자는 부부의 주택, 자동차, 개인 소지품 및 부부의 공동
자산의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기준 자택에 남는 배우자는 Medicaid 에 따라
최저 $74,820, 최고 $130,380 의 자산과 월 $3,259.50 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재택 간호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택에 남는 배우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주는 법에 따라 재산 회수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사망한 개인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대상으로 Medicaid가 해당인의 재택 간호 또는 요양원 간호에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를 말합니다. 해당 비용 청구 과정은 생존 배우자나 생존 미성년
자녀가 사망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53
212-AGING-NYC (212-644-6469)로 전화하여 HIICAP 요청

NY STATE OF HEALTH/HEALTH INSURANCE EXCHANGE
(뉴욕주 건강/건강 보험 거래소)
•

65 세 미만이며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이들을 위한 Medicaid
•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 조건부 건강 보험(Qualified Health Plan)

Health Insurance Exchange는 건강 보험 구매를 위해 조직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
거래소는 뉴욕주에서 New York State of Health: The Official Health Plan
Marketplace(공식 건강보험시장)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포괄적인 건강 보험
보장범위를 제공하며, 보험료, 공제금, 자기 부담금 및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비용 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을 제공하는 플랜은
모두 가장 제한적인 관리 의료 형태인 HMO에 해당합니다. 뉴욕시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연방 적정 가격 의료법에 따라 사전 병력에 기반하여 건강 보험 가입을
거부당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병력으로 건강 보험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없고, 사전
병력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입한 플랜이나 마켓플레이스 외에서 구입한 플랜 모두에
적용됩니다.
NY State of Health는 다음 유형의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을 평가합니다.
• Medicaid: 65세 미만이며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138%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까지의 소득. 연중 내내 신청 가능. 자원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 에센셜플랜 (Essential plan): 65세 미만인 경우, 138-200% FPL의 소득. 연중 내내
신청 가능. 자원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건부 건강 보험(QHP).” 이때 자원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한 연간 공개 가입 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하는 방법:
• www.nystateofhealth.ny.gov 에서 온라인으로
• Navigator(검색 도우미)를 통해 무료 신청 지원을 받으십시오. 뉴욕 내 검색 도우미
목록은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IPANavigatorSiteLocation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55-355-5777 로 New York State of Health 고객 상담 센터에 전화하기.
NY State of Health는 먼저 여러분의 Medicaid 가입 자격을 평가할 것입니다. Medicaid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에센셜 플랜에 대한 자격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에센셜플랜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건강 보험(QHP)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부
개인은 QHP를 구입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플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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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플랜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시민권자나 법적 거주자인 뉴욕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른 보험은 마켓플레이스 플랜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나요?
• Medicaid에 가입된 경우 다른 건강 보험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Medicare에 가입된 경우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건강보험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Medicare에 가입된 개인은 일반적으로 마켓플레이스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Medicare 수혜자는 플랜 구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사회 보장 장애 보험, SSDI)에 가입되어 있으며
Medicaid 보장범위 시작 전의 24개월 대기 기간을 거치는 중이라면 마켓플레이스
플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면 Marketplace 플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Medicare나 Medicare Advantage 플랜 중 하나로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65 세 미만이며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Medicaid
임산부, 18 세 이하의 청소년/아동, 부모/간병인 친척, 그리고 19-64 세 사이의 자녀가
없는 성인은 MAGI(수정 조정 총 소득) 예산에 따라 Medicaid 가입 자격을 평가받게
됩니다. 소득이 138% FPL(2021 년 기준 개인 월 $1,481/기혼 부부 월 $2,003 로
예상됨)에 이르는 개인은 Medicaid 참여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19 세 이하의
청소년/아동은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도 Medicaid 가입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원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인은 신청 당시에 선택하는 관리 의료 플랜(HMO) 아래
Medicaid 혜택을 받게 됩니다. Medicaid 재인증은 매년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Medicaid
혜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해당 우편물에 회신해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사회 보장 장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Medicare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65 세 이상이며 부모/간병인 친척(Medicare 에
가입되어 있어도)인 경우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음이 판단되는 이들은 해당 MAGI 수준에서
Medicaid 가입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65 세가 되거나 장애로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한
Medicaid 는 어떻게 되나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Medicaid 혜택을 받는 이들은 65 세가 되거나 장애로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보장범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
과정은 Medicare 가입 자격이 연령 때문인지, 아니면 장애 때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 사항: 미성년 자녀의 부모/간병인 친척은 NY State of Health 를 통해 Medicaid
가입을 유지하면서 Medicare 도 유지할 수 있게 허가됩니다. 마켓플레이스 Medicaid 에서
Medicare 로 전환하는 이들은 모두 자동으로 파트 D 용 Extra Help 혜택을 받게
됩니다(36 페이지 참고 바람).
•

65 세가 되었을 때의 Medicare 가입 자격: 65 세가 되면 해당인의 Medicaid 사례는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HRA)에 회부됩니다. HRA 는 해당인이 더 낮은,
MAGI 외의 수준에서 Medicaid 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우편으로
작성할 양식을 보낼 것입니다. 지속적인 Medicaid 가입 자격을 평가받고 싶다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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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A 우편물에 회신해야 합니다. HRA 는 해당인의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약 4 개월의
임시 Medicaid 가입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고객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NYS 혜택
카드를 사용하고 Medicaid 를 수락하는 모든 공급자에게서 진료별 수수료를 지불하는
Medicaid (Fee-for-service)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혜택(SSA)을 받는 이들은 65 세에 자동으로 Medicare 에 가입됩니다.
65 세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65 세 이상일 때 Medicare 를 신청하는
것이 Medicaid 유지 조건이므로 7 개월 간의 초기 가입 기간 동안(더 자세한 정보는
5 페이지 참조) Medicare 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Medicaid 가입 자격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 가입을
고려하거나, 기존 Medicare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Medigap 보험 증권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인은 해당 연도에 남은 달만큼 Full Extra Help(36 페이지
참고 바람)를 유지하게 되며, NY State of Health 는 해당인이 Medicaid 보장범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의 파트 B 보험료를 환불해 줄 것입니다.
Medicaid 가입 자격이 승인되면 해당인은 자신의 Medicare 및 Medicaid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Medicare 와 Medicaid 가 함께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47 페이지 참고).
•

장애로 인한 Medicare 가입 자격 충족: 24 개월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사회 보장 장애 보험, SSDI) 비용을 제공받은 개인은 그 후 Medicare 가입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자동으로 Medicare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인은 자신의
12 개월 Medicaid 허가 기간 말까지 Medicaid 보장범위를 유지하게 되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Medicaid 혜택을 유지하나 HMO 플랜 카드 대신 Medicaid 를
사용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Medicare 는 1 차 보험이고, Medicaid 는
2 차 보험입니다. 12 개월의 허가 기간이 끝나가면 해당인의 Medicaid 사례는 NY State
of Health 에서 HRA 로 회부됩니다. HRA 는 지속적인 Medicaid 가입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이때 고객은 자신의 처방약을 가장 잘
보장하는 파트 D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플랜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됩니다.

Essential Plan(필수 플랜)
Essential Plan은 138-200% FPL(2021년 기준 개인 $1,481-$2,147/2인 가족 $2,003$2,903으로 예상됨)의 월 소득을 보유한 65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플랜입니다. Essential
Plan에 가입한 개인은 가입하고자 하는 기본 건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보험료로 $0 또는 $20을 지불하게 됩니다. Essential Plan 보장범위는 입원 및 외래 환자
치료, 의사 서비스, 진단 서비스 및 처방약 등을 포함합니다. 정기적 진료소 방문 및 권장
검진과 같은 예방 치료는 무료입니다.
Essential Plan은 1년 내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38-150% FPL(2021년 기준 개인 $1,481-$1,610/2인 가족 $2,003-$2,177로
예상됨)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서비스에 보험료 $0, 공제금 $0, 그리고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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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불하게 되며 연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은 $200입니다.
150-200% FPL(2021년 기준 개인 $1,610-$2,147/2인 가족 $2,177-$2,903)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서비스에 월 보험료 $20, 공제금 $0, 그리고 낮은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불하게 되며 연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은 $2,000입니다.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Essential Plan 가입자는 Essential Plan 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해당인은 NY State of Health에서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인은 자신의 최초 7개월 가입 기간(5 페이지 참조) 중 Medicare A, B,
D에 가입해야 하며 보조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ualified Heath Plan(조건부 건강 플랜)
Qualified Heath Plan은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선의
400% 미만인 개인(2021 기준 개인 $51,520, 4인 가족 $106,000)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
공제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플랜 비용 지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플랜은 네 가지의 “메탈” 계층 - 브론즈(동), 실버(은), 골드(금), 그리고
플래티늄(백금)으로 나뉩니다. 각 메탈 계층은 서로 다른 분담 비용(공제금, 자기
부담금)요건을 갖추었으며,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가 낮은 대신 분담 비용 요건이 높고,
플래티늄 플랜은 월 보험료가 높은 대신 분담 비용 요건이 낮습니다.
저는 언제 Qualified Health Plan에 가입할 수 있나요?
마켓플레이스 공개 가입은 매년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 31일
이후에 가입하려면 다음 공개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보험 보장범위
상실을 포함하여 연중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플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Navigator(검색 도우미)”에 연락하기. Navigator는 플랜 선택과 가입을 도울 수 있는
지역
사회
단체입니다.
가까운
Navigator를
찾으려면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IPANavigatorSiteLocations에 접속하거나 1-888614-5400으로 커뮤니티 건강 옹호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1-855-355-5777로 Maximus가 운영하는뉴욕 주
보건국에 문의하십시오.
• nystateofhealth.ny.gov 방문하기.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긴 QHP(마켓플레이스 플랜) 가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처음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길 때 보장범위 중단(Medicare 혜택 시작) 최소 14일 전에
플랜에 연락해 QHP를 중단하고 Medicare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고 난 후에는 보험료 보조금이나 분담 비용 인하(QHP
보험료 지불을 지원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QHP가 있다고 해서 Medicare에 가입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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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보장범위에 공백이 생기거나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는 초기 가입 기간 동안 Medicare A, B 및 D에 가입하고(추가 정보는 5 페이지
참조) QHP 보장범위를 취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은 QHP와 Medicare의 차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보험료 없는 파트 A에 가입 자격이 없는 개인. 해당인은 보험료 보조금이나 QHP
보장범위를 위한 분담 비용 인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파트 A나 B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중에 Medicare에 가입하려면 Medicare A와 B 모두 지연이
생기며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을 발생합니다.
• 65세 미만으로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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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 군인 혜택 및 TRICARE FOR LIF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VA, 연방 보훈처)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재향 군인은 반드시 V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향 군인은 언제든지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재향 군인의 수는 의회가 매년 VA에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VA는 자금 제한을 고려하여 복무 기간과 재정 정보에
따른 우선 순위 그룹(1-8)을 설정해 특정 그룹의 재향 군인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가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입된 재향 군인은 소득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특정 재향 군인은 무료
치료, 의약품 및/또는 여행 혜택 제공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VA는 2015년부터 건강 보험 프로그램과 자기 부담금(코페이) 책임을 모두 결정하는
요소로 순자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VA는 이제 재향 군인의 총 가계 소득과
전년도 공제 가능 지출 비용만을 고려합니다. VA 건강 보험 가입이 순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 서비스에 연결되지 않은 저소득 재향 군인이 더 낮은 본인 부담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VA 전국 소득 한계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 본인의 특정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수입
검사(GMT)
결과를
계산하려면
www.va.gov/healthbenefits/apps/explorer/AnnualIncomeLimits/HealthBenefits를
방문하십시오.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재향 군인은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코페이) 유형:
1. 의약품: 자기 부담금(코페이)은 분담 비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제1계층, 선호 일반 의약품 - $5, 제2계층, 비선호 일반 의약품 - $8,
그리고 제3계층, 브랜드 의약품 - $11. 모든 비용은 선호 그룹 2에서 8까지에
해당되고 서비스 연결이 되지 않은 재향 군인에게 외래 환자 기반으로 제공되는
최대 30일까지의 유지용 의약품 공급에 대한 비용이며, 따로 면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최대 자기 부담금(코페이) 상한은 $700입니다.
2. 외래 환자: 1차 진료 방문에 대한 자기 부담금(코페이)은 $15이며 특별 진료
방문의 경우 $50입니다.
3. 입원 환자: 365일 이내 90일 간의 치료에 대해 제공 서비스 수준에 관계없이
청구되는 기본 자기 부담금(코페이)과 함께 입원 일에 대해 일일 요금이
부과됩니다.
4. 장기 치료: VA 장기 치료 서비스 비용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과 재향 군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은 세 가지 수준의 치료/간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입원 환자(요양원, 임시 간호 및 노인병 평가), 외래 환자(성인 주간 보호소, 임시
간호, 노인병 평가) 및 재가 간호가 그 세 가지입니다.
VA는 Medicare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Medicare에만 가입된 재향 군인은 치료에
대한 자기 부담금(코페이)를 부담하고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요금 청구서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보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VA는 해당 보험 회사에 먼저 청구서를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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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VA는 일부의 경우 VA와 연계되지 않은 병원이나 기타 치료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사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향 군인은 서비스에 연결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VA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VA가 모든 서비스 보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Medicare가 입원 중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VA 치과 보험 프로그램(VADIP)
VA는 특정 적격 재향 군인에게 종합적인 치과 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VA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향 군인도 많습니다. VA는 VA 의료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된 재향 군인과 CHMAPVA 프로그램 수혜자가 치과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두 곳의 치과 치료 보험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치과 보험 플랜에는 월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코페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va.gov/healthbenefits/vadip/를
방문하거나, Delta Dental(1-855-370-3303)에 연락하거나, MetLife(1-888-310-1681)에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VA 혜택은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나요?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는 VA 건강 시스템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Medicare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VA 의료 시스템 외의 병원과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게 가입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 자격을 충족했을 때
Medicare에 가입하지 않고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늦은 가입에 따른
파트 B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VA 의약품 보장범위는 Medicare 파트 D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나요?
VA 처방약 보장범위는 한도를 충족하는 커버리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보장범위가
Medicare 파트 D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Medicare 파트 D와 VA 처방약
커버리지를 둘 다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트 D 가입을 포기하고 나중에 파트 D
가입을 원하는 경우 늦은 가입에 따른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랜에
가입하려면 특별 가입 기간에 따른 가입 자격이 있지 않는 한 매년 공개 가입 기간(10월
15일 - 12월 7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장범위는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TRICARE Health Benefits(TRICARE 건강 혜택)는 현역 군인의 가족,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 전 배우자, 퇴역 군인 및 해당 가족, 그리고 주방위군/예비군에게
해당 재향 군인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범위를 제공합니다. 최소 20년 동안 군에
복무하였고 65세 이상이며 현재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되어 있는 퇴역
군인(그리고 그 배우자)은 TRICARE for Life(TFL)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TFL은
보험료가 없는 관리형 건강 관리 플랜으로 Medicare의 보조 보험 역할을 하며 TRICARE
Express Script Pharmacy(TRICARE 신속 처방 약)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TRICARE
Express Scripts는 1차 상업용 약국 보험이나 Medicare 파트 D 보장범위가 있는 수혜자의
보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VA에서는 TFL을 사용할 수 있으나, VA는 Medicare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청구서의 Medicare 담당 부분 지불을 책임져야 합니다. TRICARE for
Lif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66-773-0404로 연락하거나 www.tricare.mi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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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십시오. TRICARE의 추가 혜택은 치과 치료 혜택입니다. TRICARE 치과 치료
혜택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복무 중이며 군사 치과 진료소(MDC)의 소개를
받았거나 MDC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군인 회원을 위한 TRICARE Active
Duty Dental Program(ADDP, 현역 군인 치과 치료 프로그램), ADSM의 가족,
주방위군/예비군과 그 가족을 위한 TRICARE Dental Program(DTDP, TRICARE 치과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퇴역 SM과 그 가족을 위한 TRICARE Retiree Dental Program(TRDP,
TRICARE 퇴역 군인 치과 치료 프로그램).
Civilian Health and Medical Program(CHAMPVA, 민간인 건강 및 의료 프로그램)은
복무와 관련된 100% 영구 전체 장애를 가진 재향 군인의 부양 가족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CHAMPVA의 연간 공제금은 1년 기준으로 한 사람 당 $50, 또는 가정 당
$100입니다. 추가로 25%의 공동 보험금이 따릅니다. CHAMPVA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Medicare 및 TRICARE 제공자는 CHAMPVA를
수락합니다(그러나 반드시 해당 제공자에게 물어봐야합니다). TRICARE 이용 자격이
있으면 CHAMPV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CHAMPVA에 관한 추가 정보는 1-800-7338387으로 VA에 연락하거나 www.v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VA 건강 보험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1-877-222-8387로 전화하거나(중부 표준시 오전
7시-오후 7시) www.v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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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를 위한 기타 건강 보험 보장범위 옵션
COBRA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은 퇴사 후에 직원에게 고용 보험의 “지속적인
보장범위”로 COBRA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은 최대
36개월까지 COBRA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여러분이 Medicare에
가입하기 전까지, 또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 이용 자격은 은퇴했거나, 퇴사했거나, 해고되었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현재 근무 중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 생깁니다. 보장범위를
유지하려면 COBRA 이용 권리를 통보받고 난 후 60일 이내에 보장범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COBRA 보험료는 직장/고용주와 직원이 플랜에 지불한 합계 금액의
102%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도 여러분의 COBRA 보장범위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 가입 자격이 생기기 전에 COBRA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Medicare가 시작되면 COBRA는 중단됩니다. 이미 Medicare 가입 자격이 있으며 아직
재직 중이라면 퇴사 후 COBR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edicare와 COBRA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Medicare가 1차 보험이고 COBRA가 2차 보험이 됩니다. COBRA
보장범위는 벌금 없이 파트 B 가입 지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HHC 옵션
HHC 옵션은 NYC Health and Hospitals(뉴욕시 보건 및 병원 법인)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개인과 가족이 HHC의 병원 및 의료 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차등제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HHC 옵션에 참여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HHC는 신청인의
자격을
결정할
때
이민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ychealthandhospitals.org/paying-for-your-health-care/hhc-options를
방문하거나 1-844-NYC-4NYC로 전화해 HHC를 요청하십시오.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정부 공인 의료 센터)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FQHC)는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1차 진료(아플 때와
아프지 않을 때 모두), 정신 건강 치료 및 약물 남용 치료, 치과 치료 및 처방약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의료 센터입니다. FQHC는 의료 보험을 수락하는 대신 환자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차등제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기도 합니다. FQHC는
적격 Medicare 수혜자의 연간 파트 B 공제금과 20% 공동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FQHC는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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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및 자영업
일부 직업은 단체 보험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존 직장 및/또는 전문 협회나 조합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단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리소스입니다.
Small Business Service
Bureau(소기업
서비스국)
Graphic Artists
Guild(그래픽 아티스트
협회)
National Writers
Union(전국 작가 연합)
Screen Actors Guild
(배우 협회)

Freelancer’s
Union(프리랜서 연합)

소기업 직원

1-800-343-0939
www.sbsb.com

그래픽 아티스트

1-212-791-3400
graphicartistsguild.org

작가
연기자
재정 서비스
비영리
기관
기술 미디어 및
광고 예술, 문화
또는 엔터테인먼트
국내 어린이 보모/보육인
전통적 치료나 대안 치료
공급자
숙련된 컴퓨터 사용자

1-212-254-0279
www.nwu.org
1-212-944-1030
www.sagaftra.org

www.freelancers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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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의향서
법에 따라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여러분께는 어떤 의료나 치료를 수락, 거절,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유형의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의사,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의도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사가 권하는 치료 방법, 대안 치료 방법, 그리고 이러한
치료의 위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질환의 본질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 가족, 절친한
친구 및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치료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 지시를 해당인들과
사전에 상의하십시오.
사전 의료 의향서는 의학적 치료에 관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뉴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사전 의료 의향서가 존재합니다.
1. Health Care Proxy(건강 관리 위임장)를 통해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해당 결정을 내리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리인”은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으며,
갑작스러운 선택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 의료 의향서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감수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의사나 병원
직원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Living Will(생전 유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관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분이
질병의 말기 상태 또는 영구적 혼수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연명 치료나 제공되는 치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의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서명, 서명 일자 및 증인 서명(의사나 가까운 친척 제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Do Not Resuscitate(소생술 거부 지시서, DNR)를 통해 여러분의 심장 또는 호흡이
중단될 시 심폐소생술 거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는 안전 금고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사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가족에게 의향서 사본을 주십시오.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양식은 병원, 의사 진료실 및www.ag.ny.gov의 주 사무국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무료이며 작성 시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가족 건강 결정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치료에 관한 결정을 할 능력이 없게 된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절친한 친구가
환자를 대신해서 연명치료를 계속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생명 처지 결정을 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규가 있더라도 뉴욕 시 거주자는 건강
관리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 관리 위임장은 여러분이 지정한
사람(여러분의 “건강 관리 대리인”)이 여러분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여러분을
대신해 건강 관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대리인은 반드시 영양 공급관
및 정맥주사(IV) 주입관을 통한 영양 및 수분 공급에 관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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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2021
파트 A: 병원 보험
공제금
$1,484(수혜 기간 당)
수혜 기간 61일-90일째의 경우 하루 $371
자기
부담금(코페이)
“평생 예약일”당 하루 $742
전문 간호 시설
자기
부담금(코페이)

수혜 기간 21일-100일째의 경우 하루 $185.50

파트 B: 의료 보험
월 보험료
대부분의 Medicare 수혜자는 기본 보험료인 $148.50을 지불하나,
다음은 예외입니다.
• 자신의 사회 보장 연금 생활 비용 조정(COLA)이 파트 B
보험료를 $148.50 수준으로 올릴 정도로 오르지 않은 개인.
• 소득이 더 높은 수혜자(독신 $88,000 이상/기혼 $176,000
이상)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연간 공제금
$203
공동 보험금
대부분 서비스의 20%
65세 이상의 일부 인물은 보험료가 없는 병원 보험(파트 A)에 대한 SSA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범주에 속한 경우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파트 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료 납부 병원 보험”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사회 보장 연금
보장범위가 30분기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파트 A의 월 보험료는 $471입니다. 사회
보장 연금 보장범위가 30분기에서 39분기 사이인 경우 파트 A의 월 보험료는
$259입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Medicare 재정 보조 프로그램)
월 소득 제한
개인
부부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Program
(조건부 Medicare 수혜자 프로그램)
뉴욕주는 자동으로 파트 A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 공제금 및 공동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SLMB - 특정 저소득 Medicare 수혜자
뉴욕주는 Medicare 파트 B 보험료만을 지불합니다.
QI - 적격 개인
뉴욕주는 Medicare 파트 B 보험료만을 지불합니다.

$1,093

$1,472

$1,308

$1,762

$1,469

$1,980

*소득이 상기 범위 미만이나 Medicare를 신청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도 QM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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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2021
기본 Medicaid
시각 장애나 장애가 있으며 65세 이상인 개인을 위한 최대 소득 및 자산 수준*:
월 소득
자산
개인
$884
$15,900
부부
$1,300
$23,400
*소득의 첫 $20은 면제됩니다. 위의 숫자는 $20가 면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1인당
$1,500의 장례 기금이 허용됩니다.
요양원 기반 Medicaid
소득: 요양원 거주자가 Medicaid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은 요양원에
지급되며, 월 $50만이 해당 거주자의 개인 비용으로 허용됩니다.
자산: 모든 개인 자산은 반드시 비용을 충족하는 데 소진해야 합니다(예외: 현재 거주
주택, 자동차 및 개인 소지품).
기혼 부부: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요양원 Medicaid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Medicaid가 주거 배우자의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동일 가구 배우자(집에 계속
거주하는 배우자)는 두 사람이 소유한 소득과 자산 일부를 유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 가구 배우자는 다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자산: 최소 $74,820, 최대 $130,380
소득: 월 $3,259.50
Medicaid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경우 1-888-692-6116으로 HRA의 Medicaid 상담
전화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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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Medicaid 사무소
Medicaid 신청자는 Medicaid 상담 전화 1-888-692-6116번으로 연락해 가장 가까운
Medicaid 사무소, 영업 시간 및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민은 5개
자치구의 모든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입니다(다른 안내가 없다면).
공지: 코비드-19으로 인한 공공보건재난 상황으로 인해 몇개의 메디케이드 오피스는
문을 닫습니다. 별(*) 표시가 있는 곳만 열었으며 위의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Medicaid 사무소:
• * Central Medicaid Office, 785 Atlantic Avenue, Brooklyn, NY 11238 1-929-221-3502
맨해튼
• 차이나타운 Medicaid 사무소: 115 Chrystie Street, 5 floor. (212) 334-6114
• * 맨해튼빌 Medicaid 사무소: 520-530 West 135th Street, 1st floor.
(212) 939-0207 x0208
브롱스
• Fordham(포댐), 2541-2549 Bainbridge Ave. (929) 252-3230
• Morrisania Diagnostic & Treatment Center(모리사니아 진단 및 치료 센터): 1225
Gerard Avenue, Basement.
(718) 960-2799
• * 라이더 Medicaid 사무소: 305 Rider Avenue, 4th Floor. (718) 585-7872 ,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
브루클린
• * 코니 아일랜드 Medicaid 사무소: 3050 West 21st Street, 3rd Floor. (929) 221-3790
• 동부 뉴욕 Medicaid 사무소: 404 Pine Street, 2nd floor. 718-221-8204
• Kings County Hospital(킹스 카운티 병원): 441 Clarkson Avenue, "T" Building, Nurses
Residence, 1st Floor. (718) 221-2300 x2301
• * 브루클린 남부 Medicaid 사무소(Central Medicaid 사무소): 785 Atlantic Avenue, 1st
Floor. (929) 221-3502
퀸즈
• * 퀸즈 커뮤니티 Medicaid 사무소: 32-20 Northern Blvd., 3rd Floor. (718) 784-6729
• 자메이카 커뮤니티 Medicaid 사무소: 165-08 88th Avenue, 8th Floor. (718) 252-3193
스태튼 아일랜드
• * 스태튼 아일랜드 Medicaid 사무소: 215 Bay Street. (929) 221-8823/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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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소득 Medicare 수혜자를 위한 Medicare 파트 B 및 파트 D 소득 관련 월 조정
비용(IRMAA)
2019 수정 및 조정
총 소득(MAGI)
MAGI $88,000 이하의 개인/

2021 기준

MAGI $176,000 이하의 기혼 부부

보험료: $148.50

MAGI
$88,000-$111,000의 개인/
MAGI $176,000-$220,000의 기혼
부부

파트 D(처방약)

파트 B 월 보험료

월 보험료
플랜 보험료

플랜 보험료

$207.90

+ $12.30

MAGI $111,000-$138,000의 개인/
MAGI $220,000-$276,000의 기혼
부부

플랜 보험료

$297.00

+ $31.80

MAGI $138,000-$165,000의 개인/
MAGI $276,000-$330,000의 기혼
부부

플랜 보험료

$386.10

+ $51.20

MAGI $165,000-$500,000의 개인/
MAGI $330,000-$750,000의 기혼
부부

플랜 보험료

$475.20

+$70.70

MAGI $500,000를 초과하는 개인/
MAGI $750,000를 초과하는 기혼
부부

플랜 보험료

$504.90

$77.10

MAGI $88,000 미만의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

$148.50

플랜 보험료

MAGI $88,000-$412,000의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

$475.20

플랜 보험료 +$70.70

MAGI $412,000 이상의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

$504.90

플랜 보험료
$77.10

➢ 조정 후 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은 총수입금액(gross income:세금제외 전

소득)과 같습니다. + 세금면제 이자 소득 (tax exempt interest income)
➢ 파트 B 및 파트 D 에 대한 IRMAA 뿐만 아니라, 파트 B 프리미엄은 개인의 사회 보장 연금
혜택에서 공제됩니다(또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청구됩니다).
➢ 파트 D 추가 요금은 해당인이 플랜에 직접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회 보장
연금 수표(해당 연금을 수집하지 않는 경우, 청구되는 비용)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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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의료 보험 관련 정의
브랜드 의약품 (Brand name
drug)

상표명이 있으며 특허로 보호되는 약품. 이는 특허를 보유한
회사만이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공동 보험금 (Co-insurance)

치료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총 치료 비용의 일정
비율(%)입니다.

자기 부담금(Co-payment)

치료에 지불하는 일정 달러 비용. 치료비.

한도를 충족하는 보장범위
(Creditable coverage)

기본 Medicare 파트 D 처방약 플랜과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수준의 처방약 보장범위

공제금(Deductible)

보험이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매년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
본인부담금.

이중 자격자 (Dual eligible)

Medicare 와 Medicaid 를 모두 보유한 개인.

연방 빈곤 기준선(Federal
Poverty Level)

정부가 매년 공표하는 소득 수치. 이 수치는 특정 프로그램 및
혜택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처방집 (Formulary)

처방약 플랜이 커버하는 약품의 목록.

일반 의약품 (Generic drug)

브랜드(상표) 의약품과 동일한 유효 성분 조제법을 사용한
약품. 일반 의약품은 주로 브랜드 의약품보다 저렴합니다.

소득 관련 월 조정
금액(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IRMAA)
기존 병력(Pre-existing
condition)

소득이 더 높은 개인은 Medicare 파트 B 와 파트 D 에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 (Premium)

보험에 가입된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 보험료는 의료 서비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사전 허가 (Prior authorization)

보험 회사가 약품이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먼저 획득해야
하는 허가.

수량 제한 (Quantity limit)

파트 D 의약품 플랜이 안전 및/또는 비용 문제로 특정 기간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처방약의 양을 제한하는 경우

단계별 치료 (Step therapy)

특정 질환을 위한 약품을 커버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약품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는 파트 D 처방약 플랜의 제한 사항.

보험 보장범위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전부터 존재한 질환,
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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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지불 보조 자원
(각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자격 충족 요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충족 정보와
신청 방법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ADAP(에이즈 약품 보조 프로그램) - HIV/에이즈 및 기회 감염 치료를 위한 무료
의약품을 제공합니다. ADAP는 Medicare 파트 D를 포함하는 일부 보험 가입자 및
Medicaid 스펜드 다운 요건이 있는 개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00)
542-2437번으로
전화하거나
www.health.ny.gov/diseases/aids/general/resources/adap/eligibility.htm에서
확인하십시오.
Benefits Check Up(혜택 확인) – 이용 가능한 혜택과 서비스가 있는 곳을
찾아줍니다. www.benefitscheckup.org
BigAppleRx는 뉴욕시가 후원하는 무료 처방약 할인 카드입니다. 누구나 나이,
소득, 시민권 및 건강 보험 가입 상태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할인은 브랜드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IDNYC 카드는
BigAppleRx 카드와 같은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igAppleRx.com를 방문하거나 1-888-454-5602에서 확인하십시오.
CancerCare Co-Payment Assistance Foundation(Cancercare 자기 부담금
지원 재단) - 자격 충족 대상의 항암약 및 대상 치료 약품 관련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원합니다. www.cancercarecopay.org 또는 1-866-552-6729.
Good Days(구 Chronic Disease Fund 만성 질환 기금) - 특정 만성 질환 환자의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와 자격 질환 및 의약품 목록은
www.mygooddays.org를 방문하거나 1-877-968-7233으로 문의하십시오.
GoodRx – GoodRx는 여러 약국의 의약품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쿠폰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GoodRex.com에서 확인하십시오.
HealthWell Foundation (HealthWell 재단) - 자격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특정
약품과 치료의 공동 보험금, 자기 부담금(코페이), 의료 보험료 및 공제금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Healthwellfoundation.org 또는 1-800-675-8416.
Leukemia and Lymphoma Society Co-Pay Assistance Program(백혈병 및
림프종 사회 자기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 보험료(민영 및 Medicare 관련 보험료
모두)와
자기
부담금(코페이)를
지원합니다.
https://www.lls.org/support/information-specialists 또는 1-800-955-4572.
Medicine Assistance Tool (처방약 지원 파트너십) –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링크도 제공합니다. www.medicineassistancetool.org.
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ies(NABP, 미국 약사회) – 안전한
유통업체로 인증된 인터넷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nabp.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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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arrow Patient Assistance Program and Financial Assistance
Fund(전국 골수 환자 지원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 기금) - 보험이 비용을 모두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적격 인물의 골수 또는 제대혈 이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www.bethematch.org 또는 1-888-999-6743.
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NORD, 전국 희귀난치병 질환자
단체) – 특정 질환이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개인이 필요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www.rarediseases.org 또는 1800-999-6673
NeedyMeds.org – 의약품 및 환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www.needymeds.org 또는 1-800-503-6897.
Patient Advocate Foundation Co-Pay Relief Program(환자 옹호 재단 자기
부담금 구호 프로그램) - 특정 진단을 받은 적격자에 대한 처방약 자기
부담금(코페이)을 지원합니다. www.copays.org 또는 1-866-512-3861.
Patient Services Incorporated(PSI, 환자 서비스 법인) - 의료 보험료 및 자기
부담금(코페이)/공동 보험금 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 비용도 지원해 특정 만성
질환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www.patientservicesinc.org 또는 1-800-366-7741.
RX Hope - 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할인 약품 및 무료 약품을 신청하십시오.
www.rxhope.com

기타 인터넷 자료
Department of Labor(노동부) - COBRA, Black Lung 등에 대한 정보. www.DOL.gov
치과 보험 플랜 비교 - www.dentalplans.com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보건복지부) - www.hhs.gov
HealthFinder.gov - 여러 특정 질환 관련 정보 제공
Families USA - 의료 정책 관련 정보 - www.familiesusa.org
Kaiser Family Foundation(카이저 패밀리 재단) - 의료 정책 관련 정보 - www.k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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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IICAP 상담 전화 - 노인복지국의 Aging Connect에 전화해 HIICAP을 요청하십시오
www1.nyc.gov/site/dfta/services/health-insurance-assistance.page
Aging Connect - NYC 노인 복지국 제공 서비스 -----------------------------------------------www.nyc.gov/aging
Access-A-Ride -----------------------------------------------------------------------------------------http://web.mta.info/nyct/paratran/guide.htm
Advocacy, Counseling and Entitlement Services Project (변호, 카운슬링 및 권리
서비스 프로젝트, ACES) ---------------------------------------------------------------------------Attorney General Bureau of Consumer Fraud and Protection (뉴욕주 검찰청 소비자 사기
예방국) -------------------------------------------------------------------------------------------------www.ag.ny.gov
BigAppleRx 할인 카드 -------------------------------------------------------------------------------www.BigAppleRx.com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in New York(뉴욕 장애인 자립 센터) -----www.cidny.org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
www.cms.gov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Dental Medicine's Teaching Clinic(컬럼비아 대학교
치대 교육 클리닉) -----------------------------------------------------------------------------------www.dental.columbia.edu/teaching-clinics
커뮤니티 보건 지원 단체 ---------------------------------------------------------------------------www.communityhealthadvocates.org
Eldercare Locator(노인 보호 기관 검색 도구) ------------------------------------------------www.eldercare.acl.gov
Elderly Phamaceutical Insurance Coverage(고령자 처방약 보험 보장범위) -----------www.health.state.ny.us/health_care/epic/index.htm
HEAR NOW(저소득층 대상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 -----------------------------------------https://www.starkeyhearingfoundation.org/
권리 주장을 위한 건강 정보 도구(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 안내 책자) --------------------------------------------------------------------------www.HiteSite.org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보건 및 병원 법인(HHC 옵션) ------------------------http://www.nychealthandhospitals.org/paying-for-your-health-care/hhc-options/
HRA 정보 상담 전화 – 식료품 쿠폰, 공공 지원 및 Medicaid를 포함하는 모든 HRA
프로그램 대상 -----------------------------------------------------------------------------------------HRA Medicaid 상담 전화 ----------------------------------------------------------------------------Hospice Foundation of America(미국 호스피스 재단) --------------------------------------www.hospicefoundation.org
Independent Consumer Advocacy Network(독립 소비자 권리 옹호 네트워크) Medicaid 장기 관리 의료 옴부즈맨 ---------------------------------------------------------------LawHelp.org(무료 변호를 포함한 법률 서비스 검색)
NYC 법률 서비스 ------------------------------------------------------------------------------------www.legalservicesnyc.org

72
212-AGING-NYC (212-644-6469)로 전화하여 HIICAP 요청

1-212-244-6469
1-212-244-6469
1-877-337-2017
1-212-614-5552
1-800-771-7755
1-888-454-5602
TTY:1-800-662-1220
1-212-674-2300 또는
1-646-442-1520
1-800-MEDICARE
1-212-305-6100
1-888-614-5400
1-800-677-1116
1-800-332-3742
1-800-328-8602

1-866-370-4483
1-844-NYC-4NYC
1-718-557-1399
1-888-692-6116
1-800-854-3402

1-844-614-8800
1-917-661-4500

Limited Income Newly Eligible Transition(LINET, 제한 소득 신규 자격 충족 전환)
프로그램 (Humana가 관리) -----------------------------------------------------------------------Livanta, LLC (병원 퇴원 항소 및 치료 품질 불만 제기를 위한 품질 개선 단체) ………
고령자, 시각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Medicaid 가입 도우미(Medicare 절약 프로그램
신청서 도움도 제공할 수 있음) ------------------------------------------------------------------Medicaid 사기 방지 유닛(뉴욕 검찰총장) ------------------------------------------------------Medicare 사기 관련 상담 전화(DHHS 감찰관 사무소) --------------------------------------Medicare 상담 전화 ----------------------------------------------------------------------------------Medicare Rights Center(Medicare 권리 센터) -------------------------------------------------www.medicarerights.org
National Council on Aging(전국 고령자 협회): www.ncoa.org
National Health Information Center(국민 건강 정보 센터): www.health.gov/nhic
New York Connects(장기 치료 서비스 및 지원. 재택 방문 가능) ------------------------브롱스(Neighborhood SHOPP): 1-347-862-5200
브루클린(JASA): 1-718-671-6200
맨해튼(NY 고령 시민 협회): 1-212-962-2720
퀸즈(자가 도움 커뮤니티 서비스): 1-718-559-4400
스태튼 아일랜드(CASC):1-718-489-3954
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뉴욕 법률 보조 그룹, NYLAG)의 Evelyn Frank
Legal Resources Program(Evelyn Frank 법률 자원 프로그램) ----------------------------EFLRP@NYLAG.org.
New York State of Health(마켓플레이스 플랜 연락처) -------------------------------------https://nystateofhealth.ny.gov
NYC Department of Health(뉴욕시 보건부) ---------------------------------------------------www.nyc.gov/health
NYS 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뉴욕주 장기 간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https://ltcombudsman.ny.gov/
NYS Department of Health(뉴욕주 보건국) - Medicaid 및 마켓플레이스 HMO 불만
제기처 --------------------------------------------------------------------------------------------------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뉴욕주 재무부) ------------------------------------www.dfs.ny.gov
뉴욕주 Medicaid 상담 전화 ------------------------------------------------------------------------NYS Office for the Aging Senior Citizen(뉴욕주 고령 시민 사무소) 상담 전화---------www.aging.ny.gov
NYS Office of Crime Victim Services(뉴욕주 범죄 피해자 서비스 사무소) -------------https://ovs.ny.gov/help-crime-victims
NYS Department of Health Office of Professional Medical Conduct(뉴욕주 보건부
전문 의료 행위 사무소) 의사 품질 관리 관련 불만 제기처 ---------------------------------NYU Dental Clinic(뉴욕 대학교 치과 진료소) -------------------------------------------------www.nyu.edu/dental
Railroad Retirement Board(철도청 은퇴자 위원회) -----------------------------------------www.rrb.gov
SMP(구 Senior Medicare Patrol, 고령자 Medicare 감찰부). 뉴욕주 내 Medicare
사기/남용 신고처. NY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회보장국) ---------------------------------------------------www.socialsecur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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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83-1307
1-866-815-5440
1-347-396-4705
1-800-771-7755
1-800-447-8477
1-800-MEDICARE
1-800-333-4114

1-800-342-9871

1-212-613-7310
1-855-355-5777
311
1-855-582-6769
1-800-206-8125
1-800-342-3736
1-800-541-2831
1-800-342-9871
1-800-247-8035
1-800-663-6114
1-212-998-9800
1-877-772-5772
1-800-333-4374
1-800-772-1213
TTY 1-800-325-077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미 연방 보훈처) --------------------------www.v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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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827-1000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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