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가입 점검, 
올해는  
하셨습니까?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정부 공문서

정기 오픈 가입 기간 일정표

메디케어 주요 일정 

10월-준비 및 비교 

준비 : 우편물에서 ‘메디케어와 당신(Medicare&You)’ 안내 책자와 귀
하의 지역 보험 플랜에서 보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플랜을 결정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으십시오. 만약 귀하가 현재 플랜에 가입
되어 있다면 그 플랜은 귀하의 내년도 보험 혜택, 적용 범위, 그리고 비용
에 대한 자료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비교 : 처방약보험 플랜 가입 점검을 작성하십시오. 10월 중순에는 메디케
어 웹사이트(www.medicare.gov) 를 통해서 각종 플랜의 비용, 보험 혜택 
범위, 고객 서비스 등을 비교하십시오. 혹은 1-800-MEDICARE(1-800-
633-4227),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1월15일 - 오픈 가입 기간 시작 (메디케어 처방약플랜 파트D)

결정 : 매년11월 15일은 내년도 귀하의 메디케어 의료 및 처방약 보험 혜
택을 변경하실 수 있는 첫날입니다. 오픈 가입 기간은 금년에 대다수의 메
디케어 있으신 분들께서 의료 및 처방약 보험 혜택을 변경하실 수 있는 유
일한 기회입니다. 

가능한 빨리 가입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플랜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약을 구하실때 혼란을 피하십시오.   

12월 31일 –오픈 가입 기간 마감 
대부분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이 내년도 귀하의 플랜 혜택 적용 변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1일-보험적용 개시 
플랜 변경을 하신 분들에게는 매년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 혜택이 적용
됩니다.  이전 플랜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보험 혜택, 범위, 그리고 비용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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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메디케어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메디케어 플랜의 적용 범위, 보험 혜택과 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년 가을,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의 
의료 및 처방약 보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다음 중요한 세 단계를 따르십시오:

1단계   준비 - 귀하의 의료 및 처방약 보험혜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
든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복용중인 처방약 이름 
•처방약을 제공받기 원하는 의사나 약국 이름
•내년도 메디케어 비용과 보험 혜택 변경에 관해 귀하의 플랜이

나(Annual Notice of Change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국, 메디케
어로부터 받은 통보 

•거주지역에서 내년에 가입 가능한 플랜 정보 

2 단계  비교 - 웹사이트 (www.medicare.gov)에서 귀하의 거주지역에서 
가입 가능한 여러 플랜을 비교하십시오. 플랜을 검토, 비교하면서 
귀하가 3C(Cost, Coverage, Customer Service-비용, 보험 혜택 
범위, 그리고 고객 서비스) 에 만족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비용 – 내년도 귀하의 보험료 및 구입 비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더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까? 

 보험 혜택 범위 –귀하가 찾는 의사, 병원 또는 약국에서 귀하의 
내년 플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귀하께서 복용하시
는 처방약이 귀하의 플랜으로 커버됩니까? 

 고객 서비스 – 귀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또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등 현재 플랜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와 질에 만족하십
니까? 

3 단계 결정 - 내년에는 어떤 플랜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할지 결정하십시
오. 만약 플랜을 바꾸기 원하시면 귀하가 가입하기 원하는 플랜으
로 전화문의를 하십시오. 메디케어는 온라인, 개별 상담, 지역사회
에서 개최되는 관련 행사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서비스 가입을 도
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혜택의 추가지원(Extra Help)이 
필요하십니까?
제한된 소득 및 재산을 가지신 분이라면 
처방약 비용 지불을 위한 “처방약 비용 
추가 지원 혜택” (저소득자를 위한 보조
금) 의 수혜 자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처방약 플랜 비용을 지불해 주는 “처방약 
비용 추가 지원 혜택”의 수혜 자격 여부
를 알아보시기 위해 사회보장국  
(1-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SSA-1020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TTY사용자는 1-800-325-077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미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혜택을 위해  “처방약 비용 
추가 지원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혜택을 위해 몇가지 기
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처방약 비용 추가 지원 혜택” 수혜
자를 포함, 메디케어가 있으신 모든 분
들은 반드시 매년 가을마다 플랜을 재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메디케어, 사회보장국 또는 귀하의 플
랜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확인하셔셔 
추가 지원 혜택 변경이나 플랜 변경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 만약 귀하가 현 추가 지원 혜택 수혜자로서 더 이상 자동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우편물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국 
1-800-772-1213, TTY 1-800-325-0778에 전화하셔서 다시 지원
하셔야 합니다.  

• 메디케어나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오는 우편물, 특히 추가 지원 혜택 
수혜자 승인 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귀하의 플랜에 추가 지원 혜택 
기록이남아있지 않을 경우 이 서류들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  11월 15일을 앞둔 시점에는 귀하의 플랜이 여전히 귀하에게 알맞은 
플랜인지 재검토하십시오. 귀하의 플랜의 비용, 보험혜택범위, 그리
고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 우편물을 통해 얻는 정보나 그밖의 정보들
을 잘 기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