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메디케어

알래스카 베이비 붐머  세대 또는 사회보장 장애 지

원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 사항들  

www.medicare.alaska.gov

메디케어

당신은 나이입니까
63? 64? 65?
당신은 나이입니까
63? 64? 65?

비용 지원
당신은  약물 처방과 매월 파트 B 보험료 대금을 

도와 줄 메디케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 소득자들을 위해 메디케어에서 약물 

치료 비용 75% 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

십시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신청하는 데 도와 드

리며 아니면 아래 웹싸이트로 하실 수 있습니다. 

www.alaska.benefitscheckup.org

저희 서비스는 무료 입니다.  

기부금은 앵커리지 노인 활동센터에 위치한 

메디케어 상담 장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0-478-6065 알래스카 주
907-269-3680 앵커리지

hss.medicare@alaska.gov

알래스카 주 
보건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앵커리지, 알래스카  

www.medicare.alaska.gov

Medicare.gov
미국 공식공식 정부정부 메디메디케어케어 싸이싸이트트:

•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 메디케어 & 당신  이라는 최근 안내책자 받기

• 메디케어에 관한 수십 개의 특정 간행물 찾기

• 약물 계획 및 건강보험 비교

• 메디케어 승인 의사와 공급업체 찾기 ...

그리고 더

전화문의
알래스카 메디케어 안내소는는  

노인의료보험제도 (메디케어)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해 드립니다. 

알래스카 주 지역: 800-478-
6065

앵커리지 지역: 907-269-3680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요. 

저희가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메세

지를 남겨 주시면 전화 드립니다.앵커리지 

사무실 직원이 도와주거나, 혹은 지역 상담

원이 있는 경우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원

알래스카 동료를 돕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 
안내소는사람들을 도울수 

있도록 교육시켜

드립니다:

• 최고의 노인의료보험 계획찾기

• 청구서 이해하기

• 사기, 낭비 및 남용으로

부터 노인의료보험

제도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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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란 ?
메디케어는 65 세나 그 이상의 연령 분들,  

장애가 있으신 65 세 이하 분들, 또는 말기 신장 
질환이나 루게릭 병을 가진 모든 연령을 위한 

건강 보험 입니다. 

메디케어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 A (병원 보험) 병원 입원, 전문 간호 시설의 
일부 치료, 일부 가정 간호 및 말기 환자 보호 치
료 지불 

파트 B (의료 보험) 의사 방문 등 의학적으로 필
요한 서비스, 예방 서비스, 의료 장비 사용 지불 

파트 C (메디케어 우선 지원) 유료 서비스, 
HMO/PPOs (보건 기관/진료 계약 기관) 가 파
트 A, B 그리고 D 제공. 

파트 D (메디 케어 처방약 방안) 메디케어 자격
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방약 혜택을 제공. 

메디케어 추가 보험  (민간의료보험) 은 파트 A 

와 B 를  메디케어가 지

불 후나머지 금액을 

지불해 줄 보험정

책이 있는 개인 

보험 입니다. 

신청 시기
초기 등록 기간  (IEP)
파트 A, B, D: 65 세가 될때 쯤,  7 개월 안에 

초기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생일 3 

개월  전이나, 생일이 있는 달, 또는 생일 3 개

월 후 ( 모든 사람이 파트 D 가 필요하진 않음).

특별 등록 기간  (SEP)
귀하나 배우자가 65 세 이후에도 직장을 통해 

보험이 있는 경우 파트 A 와/나 B 등록을 지연

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동안이나 혹

은 채용되고 한 달 후부터 8 개월 안에 아니면 

단체 건강보험 적용이 끝난 후, 이들 중에 해당

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등록 기간 (GEP)
만약 초기 등록 기간과 특별 등록 기간을 놓칠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와 B 를 1 월 1 일에서 

3 월 31 일 사이에 등록할 기회가 있습니다 

(늦은 등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합니까?
TRICARE for Life (군 의료평생보험) 
이나 알래스카 케어 같은 대부분의 
퇴직 제도는 메디케어 A 와 B 를 
65 세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메디케어가 1 차적 지불자이기 
때문입니다. 
연방 퇴직자나 참전 용사 및 부족의 

수혜자는 선택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혜택에 관한 책자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입 방법
메디케어  파트  A  와  B를  사
회  보장    연금  을  통해  가입
하기  

 • 온라인 에서 www.ssa.gov
또는

 • 국내 전화선
사회 보장 담당자에게 문의는  
아침 8 시 - 저녁 7 시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800-772-1213 무료전화  
 전신 타자기 이용자 문의 전화 800-325-0778

또는 
  • 해당 지역 사무실: 

  앵커리지 사회 보장 사무실 
 866-772-3081 무료 

  페어뱅스  사회 보장 사무실  
 800-478-0391  무료

  주노 사회 보장 사무실  

 800-478-7124 toll-free

메디케어 파트 D 와 다른 제도 
저희는 당신에게 가장 저렴한 약물 처방  보
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 입니
다.

전화 주세요!  907-269-3680 또는 800-478-
6065
아니면 이 웹싸이트에 있는 약물 계획 비교 
도구를 사용하세요: www.medicare.gov/
plan-compare

빨간색, 흰색 그리고 파란색의 메디 케어 

카드가 필요하며 약 용량 과 수량이 적힌 

목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s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