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아태노인센터(NAPCA,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제공

보건 및 처방약
지출비용 지원
안내
NAPCA (미주아태노인센터)는 아태노인들이 노후
에 존경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
서서 돕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이 안내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지출비용 추가 지원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edicaid, 이하, “메
디케이드”)
 미국 의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SPAP, State
Prescription Assistance Programs)
 고령자를 위한 종합 의료 프로그램(PACE,
Programs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혜택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Medicare)나 사회보장 제도, 개인 의료보
험이나 관련 약 처방, 메디갭(Medigap) 보험 회사,
고용주나 노조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필히 보관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에는 승인이나 거절,
변경 사항의 연례 통지, 신뢰할 수 있는 처방약 목
록, 치료 요약 통지서 등 본 절에서 설명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주요 내용
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출한 서류 사본
도 만일에 대비해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와 처방약
관련 비용 납부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
다.
미 버진 제도와 괌, 미국령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연
방, 그리고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에서는 거주자들
한국어 안내는 NAPCA 상담 전화(1-800-582-425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에게 처방약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프로그램은 앞으로 설명 될 “추가 지원” 프
로그램과는 상이함에 유의하십시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추가 지원(파트D)
2010년 기준 연소득과 재산이 다음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
지 않을 경우에는 저소득 보조금(LIS)이라고 하는 “추가 지원”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신자—연소득 $16,335 미만 및 보유 재산
$12,640 미만
 배우자 외 다른 부양 가족이 없는 기혼자—연
소득 $22,065 미만 및 보유 재산 $25,260 미만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현
재 소득/재산 수준이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알래스카나 하와이에
거주하거나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재산에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주식, 채권이 포함되며, 집이
나 자동차, 가정용품, 장지, $1,500 이하의 장례 비용
(1인 기준)이나 생명 보험증권은 제외됩니다.
“추가 지원”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메디케어 의료
보험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
됩니다.
 메디케어 월 보험료와 연간 공제액, 공동보험,
공동 의료보험 부담액 지원
 보험 공백기간 해소
 등록 지연 위약금 면제
메디케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음 요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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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 자격이 자동
으로 주어집니다.
 메디케어 종합 보험에 가입.
 B 파트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보
험 지원을 받는 경우(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내에서).
 생활보조금(SSI) 혜택을 받는 경우. “추가 지
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메디케
어에서 보라색 편지를 우편 발송하는데, 편지
는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편지를 받으신
분은 따로 “추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
은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에 처방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은 분은 메디케어가 대신 보험 가입을 처리해
드리며, 보험 가입 결과는 노란색이나 초록색
편지로 우편 발송되어 보험 효력 발생일을 통
지해 드립니다.
 약마다 가입되는 보험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
인이 현재 사용 중인 약이 해당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이용 가능 약국을 확인해
야 하고, 해당 지역의 다른 보험과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이미 “추가 지원”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엔 언제든 다른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으로 변
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은 익월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정 목적의
기관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예: 요양소)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 구입비는 전액 면제됩니다.
한국어 안내는 NAPCA 상담 전화(1-800-582-425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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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
는(가령, 고용주 보험이나 노조 보험에만 가입), 우
편물에 표시된 메디케어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거
나 1-800-MEDICARE(1-800-633-4227)로 전화하셔
서(TTY 사용자는 1-877-486-2048), 메디케어 처방
약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
랍니다(“비가입” 선택). ”추가 지원” 자격을 계속 유
지하거나 고용주 보험이나 노조 보험이 처방약 구입
비 보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보험일 경우에는 보
험 가입이 지연되어도 연체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
니다.
고용주 보험이나 노조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메디
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 보험이나 노
조 보험은 자동 해지되며 “추가 지원” 프로그램 가
입 자격이 되더라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회사의 사
원 복지 부서에 문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
지 않은 분은 다음과 같이 자격 심사 신청을 접수하
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사회 보장제도 콜센터 1-800-772-1213(요청
시 통역 지원)으로 전화 신청 또는 서면 신청
접수. TTY 사용자는 1-800-325-0778으로 전
화 신청.
 해당 주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사무국방문.
1-800-MEDICARE(1-800-633-4227)로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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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라고 말하여 해당 전화 번호를 안
내받거나, 홈페이지(www.medicare.gov)를 방
문.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로 연락.
참고: 언제든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할 경우, 사회 보장제도 안내
사무국이 해당 주로 정보를 전송, 메디케어 절약 프
로그램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
다.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각 일
반의약품과 브랜드 약품에 대해서 각각 $2.50 및
$6.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 드리는 “추가 지원” 관련 통지문
을 통해서나 해당 안내 센터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보장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나 보험 선택에 관한 문의
는 NAPCA 한국어 상담(1-800-582-4259)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00-MEDICARE로도 상담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거주하시는 주
나 해당 사회 보장제도 사무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서 “추가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정보
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처방약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지불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
분들은 메디케어에서 송부한 보라색, 노란색 및 초
록색 편지를 해당 처방약 보험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증명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
한국어 안내는 NAPCA 상담 전화(1-800-582-425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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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 증명으로 사회 보장
제도 사무국에서 발송한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시
면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 지원” 프로그램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또는 “최상의 증빙 서류”라고 말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보험 사무국이 반드
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써, 본인이 전년도 6월 이
후 메디케이드 보장에 적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
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직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추가 지원” 프로그램 자격
을 부여받은 이후 관련 처방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
입하셨다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새 자격 전환(NET, Limited
Income Newly Eligible Transition) 프로그램(1-800783-1307)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
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TTY 사용자는 1-877-801036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http://go.usa.gov/loo에 방문하셔
서 “처방약 보험료 제대로 알기(Are You Paying
the Right Amount for Your Prescription?)”
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800-MEDICARE(1-800-633-4227) (단, TTY 사용자
는 1-877-486-2048)로 문의하시면 자료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메디케어 비용 지원)
각 주에는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부의 경
우 파트 A와 파트 B의 공제액과 공동 보험료, 공동
의료보험 부담액도 지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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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A 보장에 가입된 자
 독신자의 경우, 연소득 $1,246 미만 및 보유 재
산이 $6,680 미만인 자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1,675 미만 및 보유 재
산이 $10,020 미만인 자
참고: 위의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
십시오. 주마다 수입과 재산 책정 방식이 다를 수 있
어,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격이 부여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에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집이나 자동차, 장지, 주
가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장례 비용(1인 기준)과 기
타 가정용품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
 해당 주의 의료 보조 (메디케이드) 사무국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의 이름과 관련 기
능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 여
부가 궁금하신 분은 해당 사무국에 전화하셔
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800-MEDICARE(1-800-633-4227)로 전화해
“메디케이드”라고 말하면 해당 전화 번호를 안
내받으실 수 있습니다(TTY 사용자는 1-877486-2048).
 홈페이지(http://go.usa.gov/loA)를 방문하셔
서 안내 책자, “메디케어 비용 지원: 지금 시
작하기(Get Help With Your Medicare Costs:
Getting Started)”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어 안내는 NAPCA 상담 전화(1-800-582-425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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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MEDICARE로 문의하시면 자료를 우편
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edicaid, 이하, “메
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당국 간 합작 프
로그램으로, 저소득 빈곤층이나 기타 관련 자
격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
케이드, 이 두 가지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을 “이중
수혜자(dual eligible)”라고 부릅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전액 보
장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건강 보험료 대부분
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메디케어 보
험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HMO나 PPO와 유사) 중 한 가지
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 두 가지 모두에
가입될 경우, 메디케이드 대신 메디케어를 통
해 처방약 비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
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약과 기타 치료 비용
은 메디케이드가 보장합니다.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분들은 요양소나 방문
요양과 같이 메디케어가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의료 보조”나 “메디칼”과 같
이 명명 방식도 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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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이드 자격 부여 기준 소득과 재산, 기타
자격 요건도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가입의 선결
조건으로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사무국 에 전
화하시면 보험 가입 자격 여부와 기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0-MEDICARE
(1-800-633-4227)로 전화해 “메디케이드”라고
말하면 해당 지역 의료 지원 사무국(메디케이
드) 전화 번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TTY
사용자는 1-877-486-2048). 홈페이지(www.
medicare.gov)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의약품 지원 프로그램(SPAP, State
Pharmacy Assistance Program)
미국에는 주 의약품 지원 프로그램(SPAP, State
Pharmac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재무, 연령,
질병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처방약 비용 지출을 지
원하는 주가 많습니다. SPAP는 저마다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처방약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주마다 관련 보장 내
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주에서 시행
하는 SPAP에 관해서는 해당 주의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SHIP,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안내는 NAPCA 상담 전화(1-800-582-425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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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종합 의료 프로그램(PACE,
Programs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한 종
류로, 많은 주에서 지역 요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혜
택
SSI는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
는 현금 지급 서비스입니다. SSI는 이들 서민층이 필
요로 하는 최소한의 식량과 의복, 보금자리를 제공
해 주고 있으며, SSI 혜택은 사회 보장제도 하의 혜
택과 구별됩니다.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gov)에 방문하시면, “수
혜 자격 조회 툴(Benefit Eligibility Screening Tool)”
을 통해 자신의 SSI나 기타 수혜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제도 사무국 1-800-7721213(요청 시 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전화하시거나
지역 사회 보장제도 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
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TTY 사용자는1-800325-0778).
참고: 푸에르토리코나 버진 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SSI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푸
에르토리코나 버진 제도, 괌, 북 마리아나 제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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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사모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메디
케어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
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의료 지원 사무소(메디
케이드)로 전화하시면 관련 시행 규정에 관한 보
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1-800-MEDICARE(1-800-633-4227)로 전화해 “메디
케이드”라고 말하면 해당 전화 번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TTY 사용자는 1-877-486-2048). 홈페
이지(www.medicare.gov)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건강 보험이 필요한 자녀나 손자가 있습니까? 어린
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은 소득이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 기준은 초과하지만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
렴한 의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도입
니다.
많은 주에서 가족 연수입이 $44,100(4인 가족 기
준)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의사 왕진, 치과 치료, 처방약, 입원 등 다양한 무
료 또는 저비용 의료 관련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기타 성인 연령대 분들도 관
련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마다 보험 가
입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877-KIDSNOW(1-877-543-7669)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www.insurekidsnow.gov)를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
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안내는 NAPCA 상담 전화(1-800-582-425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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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 책자는 NAPCA(미주아태노인센터)가 월마
트 재단(Walmart Foundation)의 후원금으로 발행하
는 책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