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ver 가이드

Medicare
복잡한 의료 서비스,
저희가 쉬운 언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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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 Care는 회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치료 접근성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본 가이드는 Medicare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Medicare
수혜자로서 이용 가능한 옵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Medicare 혜택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833) 388-8168 (TTY: 711)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주 7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
시까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받는 메시지는 다음 근무일 내에
회답합니다.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evercarehealthplan.com을 방문하거나 info@ccmap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기본사항

내가 언제 Medicare에 가입할 수 있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Medicare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지만 사회보장 또는 철도연금관리위원회
(Railroad Retirement Board, RRB)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Medicare 파트 A와 B에 가입해야 합니다.

• 말기 신장 질환(ESRD)을 앓고 있는데 Medicare를 원하는 경우,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 24개월 동안 사회보장의 장애 혜택
또는 철도연금관리위원회(RRB)의 특정 장애 혜택을 받은 후 자동으로
파트 A와 파트 B를 받게 됩니다.

• ALS(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즉, 루게릭병 (Lou Gehrig’s disease)
환자의 경우, 사회보장의 장애 혜택이 시작되는 달에 파트 A와 파트 B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할 준비가 되면 Original Medicare 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riginal Medicare는 연방 정부가 제공합니다

파트 A(병원 보험)

통상적으로 병원, 전문요양시설
또는 기타 시설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중요 고지 사항

파트 B(의료 보험)

통상적으로 의사 진료실, 외래환자
서비스 및 내구성 의료장비를 통해
받는 많은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다음 중 한 곳의 혜택을 받을 경우, 파트 B 보험료는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사회보장

• 철도연금관리위원회
• 인사국

•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 Original Medicare:

• 의료 및 병원 비용의 80%만을 보장합니다
• 비용의 나머지 20%는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처방 약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원 또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Medicare Advantage는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합니다
파트 C로 알려진 Medicare Advantage 플랜에는
Original Medicare의 모든 혜택에 다음이 추가됩니다.
• 추가 혜택(예: 치과, 시력, 청각, 피트니스 등)

• 일반적으로 추가 보험료 없이 파트 D(처방약 보장)를 포함합니다.

• 추가 월 보험료 또는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 $0에 이용 가능합니다.
• 총 회원 부담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입원 일수

• 보험금 청구 시 하나의 ID 카드와 하나의 보험사를 이용하는 편리함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플랜으로 Original Medicare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 많은 것을 보장하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선택합니다.

Medicare 파트 D는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합니다

파트 D로 알려진 처방약 보장은 Original Medicar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파트 D 플랜 또는 MA-PD(Medicare Advantage
and Prescription Drug)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Medicare 보장 옵션 및 비용
Original Medicare:

고객 부담 금액: 파트 B 보험료

파트 A(병원)

파트 B(의료)

기타 회원 부담금과 추가 서비스를 보장받으려면 단독 Prescription
Drug(파트 D) 플랜과 Medicare Supplement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Medicare Advantage – MA(파트 C)

고객 부담 금액: 파트 B 보험료 및 추가 월 플랜 보험료 발생 가능
파트 A(병원)

파트 B(의료)

추가 서비스

귀하는 단독 Prescription Drug(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Medicare Advantage and Prescription Drug
플랜 – MA-PD(파트 C와 파트 D)
고객 부담 금액: 파트 B 보험료 및 추가 월 보험료 발생 가능

파트 A(병원)

치아, 시력 및 청력 보장

파트 B(의료)

파트 D(처방 약)

웰니스 치료
및 서비스

처방약과 추가 혜택이 보장되므로 Prescription Drug(파트 D)
플랜이나 Medicare Supplement 플랜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Medicare 보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적절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플랜 보험료를 지불하고 더 많은 보장 서비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추가 비용 없이 파트 D(처방약, Prescription Drug) 플랜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요

치과 의사나 안과 의사를 만나거나 보청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침술, 일반 의약품 구매 지원, 피트니스와 같은 추가 혜택을
추가 비용 없이 받고 싶으십니까?

선호하는 언어로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두 개 이상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Clever Care의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플랜이 최선의 옵션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무료 Medicare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은 경우
(833) 388-8168(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Medicare에 처음 가입하실 경우 시작을
위한 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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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기 6개월 전

• 귀하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Medicare
플랜을 조사하십시오.
•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보장 옵션을
결정하십시오.

65세가 되기 3개월 전

• Original Medicare 가입(파트 A 및 B)

• Medicare 보장을 완료하기 위한 추가 플랜을
고려하십시오.

생일이 있는 달

• 귀하는 이미 Original Medicare(파트 A 및
B)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MA-PD
플랜과 같은 추가 Medicare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5세가 된 후 3개월

• Original Medicare 가입 마감일은 셋째
달 말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 지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 Medicare 보장 가입

가입 시기 및 방법

Medicare에 처음 가입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Medicare 파트 A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귀하는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시작되어 3개월 후에
종료되는 7개월 간의 최초 가입 기간 동안 Medicare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원하는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생일이 있는 달 전 3개월
동안 언제든지 가입하세요

중요사항:

생일을
축하합니다!
4월

65세가
되는 달

5월

6월

7월

생일이 있는 달 후 3개월
동안 언제든지 가입하세요

이 최초 가입 기간 동안 처방약 보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이
중요한 옵션을 원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트 D 보장을
받는 한 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 카드

• 출생증명서 원본

• 군복무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

• 시민권 증명서

• 이전 연도의 W-2 양식

사회보장 또는 철도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이미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Original Medicare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재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가입 날짜

매년 모든 Medicare 수혜자는 Medicare 보장을 변경할 기회를 갖습니다.
아래 차트는 서로 다른 가입 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입 기간

최초 가입 기간(IEP)

연간 가입 기간(AEP)
Medicare
Advantage 오픈
가입 기간(OEP)

일반 가입 기간

특별 가입 기간(SEP)

날짜

• 65세가 되는 달 전 3
개월에 시작

• 65세가 되는 달 후 3
개월에 종료

행동
• Medicare
Advantage 플랜
또는 Original
Medicare 가입

10월 15일 ~ 12월 7일 • 플랜 가입
• 플랜 전환
• 플랜 탈퇴
1월 1일 ~ 3월 31일

(날짜 및 기회는 CMS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월 1일 ~ 3월 31일

예시:

• 비상 사태가 선포된
경우
• 현재 플랜이 해지된
경우

•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 플랜 전환
• Original Medicare
로 돌아가기

• Medicare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가입 자격이
처음 생겼을 때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 Medicare
Advantage 플랜
전환
• 새로운 서비스
지역에서 다른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선택
• Original Medicare
로 돌아가기

Medicare 질문 및 답변

Original Medicare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방약은 Original Medicare로 보장을 받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파트 A는 입원 중 특정 약물을
보장하지만, 일상적인 처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표약과 일반 처방약을
보장받으려면 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처방약 보장은 보통 추가
비용 없이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포함됩니다.
Medicare에 가입한 후에도 기존 의사와 병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Original Medicare의 경우, Medicare가 승인한 모든 의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의 경우에는 플랜
네트워크에 속한 의사나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Medicare 보장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최초 가입 기간에 등록하면, 생일이 있는 달의 1일부터 보장이 적용됩니다.
AEP 기간에 플랜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65세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고용주를 통해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65세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입 지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복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lever Care 또는 Medicare 중 어떤 ID 카드를 사용합니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약국을 방문할 때는 Clever Care 회원
ID 카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색, 흰색, 청색
Medicare 카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Clever Care Heath Plan Inc.는 Medicare 계약을 수반하는 HMO
보험사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가입하시는 Clever Care Health Plan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Medicare 파트 B 보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Clever Care Heath Plan은 관련 연방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나이, 장애, 혈통, 종교, 결혼 여부, 성,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Clever Care Heath Plan cumple con las leyes federales de derechos
civiles aplicables y no discrimina por motivos de raza, color,
nacionalidad, sexo, edad, discapacidad, ascendencia, religión,
estado civil, género, identidad de género u orientación sexual.
Clever Care Heath Plan 遵循適用之聯邦民權法律，不因種族、膚色、
國籍、性別、年齡、殘疾、血統、宗教、婚姻狀況、性別認同或性傾向而
歧視任何人。

연락처

(833) 365-1888 | info@ccmapd.com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 Medicare 상담원에게 전화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일주일 내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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