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의료권 안내 센터  
 800-824-0780 로 전화하세요

년 메디케어 혜택과 비용

메디케어 수혜자격은 무엇입니까?   

메디케어 신청 기간

메디케어 파트 A 와 B 혜택과 비용

메디케어와 고용주 보험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가

2018 년 메디케어 파트 A 와 B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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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영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 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래 사항들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됩니다.

이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A 와 B 모두, 또는 파트 B 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란?

메디케어 수혜 자격은 무엇입니까? 

65세 이상이며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또는 
철도 은퇴 연금(Railroad Retirement Benefits) 수혜자격이 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이며 사회 보장 연금 또는 철도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배우자거나 전 배우자, 또는

65세 미만이며  사회 보장 장애인 혜택(SSDI)을 최소한 2년(24개월) 동안 
받아온 사람, 또는

루게릭 병(ALS)을 앓고 있으며 사회 보장 연금이나 사회보장 장애인 혜택 
수혜 자격이 되는 사람, 또는

말기 신장질환(ESRD)을 앓고 있으며 사회 보장 장애인 혜택 수혜 자격이 
되는 사람

미국에서 5년을 거주

나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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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연금이나 장애인 혜택 수혜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A 는 
무료입니다.

사회 보장 연금 수혜 자격이 안될 경우엔, 파트 A 혜택에 대한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합니다. 

2018년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

파트 B 기본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2018년 파트 B 기본 보험료는 월 $134 입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

사회 보장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파트 B 보험료에 더하여 소득에 비례한 추징금을 내는 고소득 메디케어 수
혜자들. 연간 소득이 $85,000(싱글) 또는 $170,000(부부) 이상인 수혜자들
이 포함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처음 되었을 때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트 B 벌금은 메디케어 가입을 늦춘 매 12개월 마다 10%
가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평생 내야합니다. 

늦은 메디케어 가입에 대한 벌금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Social 
Security quarters)이 30-39
인 사람들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30 
미만인 사람들

지불 금액

지불 금액

매월 $232

매월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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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수혜 자격을 갖췄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고용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 가입 기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보험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 달의 첫날부터 시작하여 8개월간 지속됩니다.

메디케어는 언제 신청하나요? 

초기 가입 기간
초기 가입 기간 은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되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시작하여 자격이 되는 달의 3개월 후에 끝나는 7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일반 가입 기간
일반 가입 기간 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 일까지의 3 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하게 되면, 같은 해 7월 1
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800-772-1213 으로 전화하거나  
www.socialsecurity.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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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A 혜택

병원 입원 치료 
메디케어는 각 ‘혜택기간(benefit period)’동안 90일 간의 병원 입원 서비
스를 커버하며, 60일 간의 ‘최대입원기간(lifetime reserve days)’을 추가로 
단 한번 쓸 수 있습니다.

‘혜택기간(benefit period)’이란 병원에 입원한 날 시작하여 병원에서 퇴원
한 지, 또는 전문요양시설에서 전문 치료를 받지 않게 된지 연이어 60 일이 넘
었을 때 종료됩니다.

2018년 메디케어 파트 A 환자 부담금

3일간의 병원 입원 후에 전문요양시설(SNF)에 입원

요양시설 입원에 대한 의사의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함

요양시설이 메디케어의 인가를 받은 곳이여야 함

환자가 매일(주 5번 이상)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해야 함

전문요양시설(SNF) 에서의 전문 치료
메디케어는 환자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일간의 전문 간호 치료
를 커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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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간호
시한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선택한 수혜자는 
말기 질환에 대한 치료 서비스는 더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메디케어 호스피스 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의료 기기, 물리/언어/작업 
요법 치료, 애도 상담, 임시 위탁 간호를 포함합니다.  

가정방문치료(home health care) 
메디케어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수혜자들에  한해 가정방문치료를  
커버합니다.

칩거(homebound)상태로 간주되며 도움이 없이는 외출이 힘듬

메디케어에서 인가받은 가정방문 치료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함

의사가 메디케어 전문 간호/치료 서비스를 처방해야 함

전문 간호(skilled nursing), 또는 치료 서비스(therapy)가 
파트타임으로 필요한 상태

외래 환자의 의료 서비스 커버

메디케어 파트 B 혜택

의사 치료

구급차

정신 건강 치료

의료 기기

예방 서비스

각종 진단적/실험실 검사, 엑스레이 

통원으로 받는 언어, 물리, 작업 요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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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D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권 안내 센터(CHCR)의 2018
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자료표를 참고하십시오. 

파트 D 처방약 혜택

나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고용주를 통
해 의료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그 고용주를  통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1) 본인이65세 이상이며, 적어도 고용인이 20명인 직장에 근무할 경우 
        
   2) 본인이 65세 미만이며, 적어도 고용인이 100명인 직장에 근무할 경우 

메디케어 가입을 늦추면, 고용주 보험이 종료될때 까지는 고용주 
보험이 1차 건강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종료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8개월 간의 특별 가입 기간이 주어집니다.  늦은 메디케어 
가입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을 통한 고용주 보험이 있을 경우에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보험이 1차 보험으로 먼저 
지불하고, 메디케어가 2차 보험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은 처방약에 대한 혜택만을 제공할 뿐, 
메디케어 파트 A 나 B 서비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치지 처방약 보험은 메디케어 파트 A, B, D 혜택을 
제공하는 관리 의료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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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가 모든 의료 비용을 100%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치과 서비스나 자택/요양 
시설에서의 비전문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는 
수혜자가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대한 환자 부담액과 공제액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있을 경우, 다음 보험 옵션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메디케어 범위 밖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권 안내 센터 800-824-0780 로 전화하세요

한눈에 보는 메디케어 혜택

나는 원하는 의사를 내가 정하기 
원하므로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하고 싶다

1단계: 혜택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정한다

또는
나는 환자 부담금을 줄이고 치과/안과 

서비스 같은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을 원한다

메디케어 어드벤치지 보험
(HMO 또는 PPO)

• 이러한 관리 의료 보험들은 
메디케어 파트 A,B,D 혜택을 
제공합니다.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HMO 
모든 메디케어 혜택을 
보험을 통해서 제공받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를 
받는 의료 제공자들만을 
이용하기로 동의한다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PO  
네트워크 밖의 의료 
제공자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환자 부담금이 더 
높다.

2단계: 의약품 혜택을 원하면   
         파트 D 에 가입한다

3단계: 파트 A 와 파트 B 환자    
    부담금을 지불해 줄 보험을 

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