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메디케어
혜택과 비용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메디케어 자격 요건
 2020년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보험료
 메디케어 가입 기간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혜택과 비용
 메디케어와 고용주 보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의료권 안내 센터 (CHCR) 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800-824-0780 웹사이트 www.healthcarerights.org
의료권 안내 센터(CHCR)는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메디케어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영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는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메디케어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A 병원 보험은 병원 입원,
전문요양시설 (SNF) 서비스,
호스피스, 가정방문치료
(home health care)를
커버합니다.

파트 B 의료 보험은 의사
진료와 그 외 다른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를 커버합니다.

파트 D 의약품 혜택은
처방약을 커버합니다.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들:
X 치과 치료

X 보청기

X 안경

X 집에서나 요양원에서의 비전문 간호 서비스

메디케어 수혜 자격은?
X 65세 미만의 성인 중:

X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X 사회보장연금(소셜시큐리티)이나
철도은퇴연금 수혜자격이 되는 사람

X 사회보장 장애인혜택을 2년 동안
받아왔거나

X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메디케어를 수혜할 수도 있습니다.

X 사회보장 장애인혜택 수혜자격이 되며
루게릭 병(ALS)이나 말기신장질환
(ESRD)를 앓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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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가입 방법은?
초기 가입 기간(IEP) - 처음으로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되었을 때
이 기간은 총 7개월 입니다.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시작하여 생일달 3개월 후에
끝납니다.

3

개월
전부터

수혜 자격
이 되는 달

3

개월
후까지

예: 존은 2020년 6월에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의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은 2020년 3월 1일에 시작해 2020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일반 가입 기간 (GEP) -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기 가입 기간을 놓쳤다면, 이 기간 동안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같은 해 7
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 가입 기간 (SEP) - 고용주 보험이 해지되었을 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직장 고용주 그룹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용주 보험이 해지되면,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8개월 간의 특별 가입 기간이 주어집니다.
특별 가입 기간 동안 가입하려면:
X 만 65세 이상이고, 고용인이 20명이 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X 만 65세 미만일 경우, 고용인이 100명이 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경우, 지속적으로 고용주 보험을 1차 보험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고용주 보험이 해지되기 전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경우, 메디케어가 2차 보험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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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어떻게 가입합니까?
X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가입합니다 www.socialsecurity.gov
X 사회보장국에 전화를 걸어 가입합니다. 1-800-772-1213.
X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2020년 파트 A 보험료, 혜택, 환자 부담금
2020년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40이
넘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근로 크레딧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10년(또는 40 사분기) 동안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소득세를 내왔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크레딧 숫자

파트 A 보험료

근로 크레딧이 30 미만일 경우

매달 $458

근로 크레딧이 30에서 39 사이일 경우

매달 $252

근로 크레딧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메디케어 파트 A 를 보험료를
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X 만 65세 이상이며
X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이며
X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했음
메디케어 파트 A 혜택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병원과 전문요양시설 입원기간은 ‘혜택 기간(benefit period)’ 에 따라
결정됩니다.
혜택 기간(benefit period)이란?
X 혜택 기간은 병원에 입원한 날 시작됩니다.
X 병원에서 퇴원한지, 또는 전문요양시설에서 전문 치료를 받지 않게된지 연이어 60일이
넘었을 때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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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치료
메디케어는 각 혜택 기간 동안 90일 간의 병원 입원 서비스를 커버합니다. 90일을 다 써버린
후에는 ‘최대 입원 기간(lifetime reserve days)’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 60일간의 최대
입원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SNF)에서의 전문 치료
메디케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혜택 기간 동안 100일의 전문요양시설에서의 전문
치료를 커버합니다.
X 3일간의 병원 입원 후에 메디케어와 계약되어 있는 전문요양시설에 입원
X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원
X 매주 최소한 5번 이상의 전문(물리, 언어, 작업)치료를 필요로 함
메디케어의 전문요양시설 혜택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치료(Home Health Care)
메디케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정방문치료를 커버합니다.
X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외출이 힘들 경우
X 전문간호(skilled nursing)나 전문(물리, 언어, 작업)치료가 파트타임으로 필요한 상태
X 가정방문치료원이 메디케어의 인가를 받음
X 의사가 메디케어 가정방문치료를 처방함

호스피스 간호
이 메디케어 혜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으며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은 편안함과 통증 완화입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메디케어 환자들은 말기 질환에 대한 치료는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간호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의료 기기, 물리/언어/
작업 요법 치료, 임시 위탁 간호, 애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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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메디케어 파트 A 환자 부담금과 공제액
파트 A 혜택

병원 혜택

기간 범위

환자 부담 비용

1-60일

병원 입원 공제액 $1,408

61-90일

매일 $352

91-150일
최대 입원 기간

매일 $704

1-20일

$0

21-100일

매일 $176

전문요양시설(SNF)

2020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혜택, 환자 부담금
2020년 파트 B 기본 보험료는 월 $144.60 입니다.
연간 소득이 $87,000 이상이며 싱글인 수혜자들은 더 높은 파트 B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결혼한
수혜자들은 부부의 연간 소득이 합쳐서 $174,00 이상일 경우에 더 높은 파트 B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파트 B 늦은 가입에 대한 벌금
제때에 파트 B 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가 매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파트 B 가입을 늦춘 해 마다 10%씩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평생 내야합니다.
2020년 메디케어 파트 B 혜택:
X 의사 치료
X 구급차
X 정신 건강 치료
X 예방 서비스(예: 독감 예방 주사)
X 통원으로 받는 물리, 언어, 작업 요법 치료
X 엑스레이와 실험실 검사
X 진단적 검사(예: MRI, CT 촬영)
X 의료 기기(예: 휠체어, 보행기, 치료용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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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메디케어 파트 B 수혜자 부담 비용
파트 B 연간 공제액 $198
20% 환자 부담금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D 는 처방약을 커버합니다.
두 가지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이 있습니다.
X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DP) 은 처방약에 대한 혜택만 제공합니다.
X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보험(MAPD)은 처방약 외에도 의료 서비스를 커버합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메디케어 파트 A, B, D 혜택을 모두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2020년 메디케어 파트 D 보장 범위에
대한 자료표를 참고하십시오.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의료권 안내 센터(CHCR)로 전화하십시오.
800-824-0780
웹사이트 주소 www.healthcarerigh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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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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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보장 범위 밖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메디케어는 당신의 의료 비용을 100% 커버하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나 자택/요양시설에서
받는 비전문 간호 비용 등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메디케어는 파트 A 와 B 에 대한 환자
부담금과 공제액도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현재 메디케어만 단독으로 소지하고 계실
경우, 다음의 보험 옵션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한눈에 보는 메디케어 보험 선택 사항들
1단계: 어떻게 보험 혜택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기
또는
나의 의사를 내가 정하기 원하므로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원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병원 보험

의료 보험

2단계: 처방약 보험을 원할 경우, 파트 D
보험에 가입하기
파트 D

처방약 보험
• 의약품 혜택만 제공
• 메디케어 파트 A 와 B 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3단계: 파트 A 와 파트 B 환자 부담금을 지불해 줄
보험에 가입하기

메디-칼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의료
보험
추가 혜택 제공: 치과,
안과, 장기 요양 시설
서비스

나는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이고 치과와 검안과
서비스 같은 추가 혜택을 받고 싶으므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을 원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HMO 또는 PPO)
• 관리 의료 보험으로 메디케어 파트 A,
B, D 혜택을 제공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모든 메디케어 혜택을 보험을 통해서
제공받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계약된 의료 제공자들만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PO
네트워크 밖의 의료 제공자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 비용이 더 높음

메디케어 보충 보험(
메디갭)

메디갭 보험들은
민간 기업들을 통해
판매됩니다. 이
보험들은 수혜자가 내는
파트 A 와 B의 환자
부담금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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