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2019년 파트 D 보험 비용
처방약 플랜(PDP)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플랜(MAPD)
처방약 비용에 대한 지원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의료권 안내 센터(CHCR)로 전화하세요.

800-824-0780
의료권 안내 센터(CHCR)는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비영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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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D 보험 종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처방약 플랜(PDP)

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플랜(MAPD)
이 보험들은 메디케어 파트 A, B, D 혜택들을
하나의 관리 치료 보험을 통해 제공합니다.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이 보험을 통해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보험들은 오직 의약품 혜택만 커버합니다. 이 보험들은
메디케어 파트 A, B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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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혜택과 비용
 파트 D 월간 보험료 범위는 $0 에서 $117.80 입니다.

초기 보장 기간(Initial Coverage Period)
총 비용이 $3,820이 될 때까지 처방약 소매 가격의
25%를 수혜자가 부담

혜택 공백 기간(donut hole)
총 약 비용이 $3,820에 도달하면, 수혜자
부담금은 총 비용이 $7,653.75 이 될 때까지
각 일반 제네릭(generic) 약 비용의 37%
각 브랜드 약 비용의 25%

혜택 공백 기간

총 약 비용이

$3,820

에 도달하면
혜택 공백
기간에 들어감

총 약 비용이
수혜자 부담금

$3,833.75

$7,653.75

에 도달하면
혜택 공백
기간을 벗어남

재해적 보장

재해적 보장(Catastrophic Coverage)
총 약 비용이 $7,653.75에 도달하면, 수혜자 부담금은
각 처방약 비용의 5%, 또는
일반 제네렉 약은 $3.40, 브랜드 약은 $8.50 중
더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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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 처방약 보험 선택하는 방법
본인의 처방약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커버하는 보험을 선택하세요.
Medicare.gov 웹사이트의 Medicare Part D Plan Search
Tool 을 이용해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Medicare Part D Plan Search Tool 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1-800-Medicare 나 의료권 안내 센터(CHCR)에 문의하십시오.

나는 처방약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처방약 보험이 기본 파트 D 보험 만큼의 포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파트 D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대 군인 관리국(VA) 이나 TRICARE For Life 에서 제공하는
처방약 보험은 기본 파트 D 보험만큼 포괄적인 보험입니다.

나는 현재 처방약 보험이 없습니다.
파트 D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
아니오. 파트 D 보험 가입은 자발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파트 D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지연된 가입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파트 D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던 달마다 1%씩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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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초기 가입 기간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되는 달로부터 3달 전에 시작해서, 3달 후에
끝나는 7개월간의 가입 기간
예: 김씨는 3월에 65세 생일을 맞으며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된다. 김
씨의 초기 가입 기간은 전년 12월부터 65세 되는 해의 6월까지이다.
연간 가입 기간 (또는 ‘오픈 가입 기간’)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사용할 파트 D 보험을 변경하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 가입 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파트
D 보험을 단 한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보험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처뱡약 혜택이 있는 보험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혜택이 없는 보험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포함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없음

특별 가입 기간
 특정 상황에 처할 경우, 파트 D 처뱡약 보험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주 보험이나 퇴직자 보험이 해지됨
파트 D 보험 서비스 제공 지역 밖으로 이사함
최근에 전문 요양 시설에 입원했었음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권 안내 센터
(CHCR)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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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 약 비용에 대한 재정 보조
‘엑스트라 헬프(추가 도움)’ 라는 저소득층 보조금 프로그램(LIS)에
수혜 자격이 되는 소득과 재산 한도는 아래 차트를 참고하세요.
의료권 안내 센터(CHCR)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00-824-0780 입니다.

2019년 풀(full) LIS 엑스트라 헬프
월수입 한도*

자산 한도**

월간 $1,425
(개인)

$9,230
(개인)

월간 $1,922
(부부)

$14,600
(부부)

수혜자 부담금
$3.40 에서 $8.50 이하

2019년 부분(partial) LIS 엑스트라 헬프
월수입 한도*

자산 한도**

월간 $1,581
(개인)

$14,390
(개인)

월간 $2,134
(부부)

$28,720
(부부)

수혜자 부담금
연간 공제액은 $0 에서 $85
약 비용의 15%를 수혜자 부담
총 수혜자 부담금이 $5,100
에 도달하면, $3.40 에서 $8.50
이나, 약 비용의 5%를 부담

* 현물 지원(돈이 아닌)은 수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 한도액은 개인당 $1,500의 매장/장례 비용을 포함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 자가용차, 그리고 생명 보험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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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꼭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필요합니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모두 소지한 수혜자는 반드시 파트
D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파트 D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가 임의로 가입시킵니다.
Medicare Part D Drug Plan Search tool(메디케어
파트 D 보험 찾기 도우미)를 이용해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을 커버하는 보험을 찾으세요.
파트 D 보험의 환자 부담금은 일반 제네릭
약은 $1.25, 브랜드 약은 $3.80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료권 안내 센터(CHCR)에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이 내가 필요한
약을 커버하지 않을 경우 어떡하나요?
당신의

처방약 보험에 제외 요청(exception request)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외

요청은 여러분의 의사가 작성해야 하며,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의료적 필요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제외 요청을 검토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72시간 입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엔, 24시간 내에 완료되는
신속 검토를 요청하세요.
 제외 요청이 기각될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824-0780 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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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D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메디케어 수신자 부담 핫라인으로
전화하세요. 1-800-633-4227
메디케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medicare.gov
의료권 안내 센터(CHCR)로 전화하세요.
1-800-824-0780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This factsheet was printed with funding provided by grant number 90SAPG0052-02-01, from the U.S.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hington, D.C. 20201.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act sheet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officia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