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Medicare 
카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메디케어는 2018년 4월 새 Medicare 카드를 우송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귀하의 새 Medicare 카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우송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귀하 
자신의 카드는 친구나 이웃의 카드와는 다른
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 옛 Medicare 카드를 파기하십시오. 새 
Medicare 카드를 받으시는 대로, 옛 
Medicare 카드를 파기하고 즉시 새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3. 카드를 보호하십시오. 의사, 약사, 기타 
건강진료 제공자, 보험회사, 또는 귀하 자신을
대신하여 Medicare에 연락을 취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새 Medicare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4. 귀하의 Medicare 번호는 고유합니다. 
새 카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대신에 새 번호를 사용합니다. 이 
새 번호는 귀하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5. 새 카드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카드는 의료제공자들이 사용하고 복사하기에
보다 쉬우며, 납세자들에게는 큰 절약이 
됩니다. 또한, 필요하실 경우 자신의 카드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새 카드를 소지하십시오. 진료가 필요하실 
경우 새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진료 
제공자에게 보여주십시오.

7. 새 카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사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나 다른 진료 시설, 제공자들은 

귀하가 진료를 필요로 할 때 새 Medicare 
카드를 요구할 것입니다.

8. 자신의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 카드 
번호를 잊으신 경우, 귀하 자신이나 의사, 
다른 진료 제공자가 Medicare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 Medicare Advantage 카드를 보관하십시오. 
 귀하가 Medicare Advantage Plan (HMO 

또는 PPO와 유사)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귀하의 Medicare Advantage Plan ID 카드가 
귀하의 주 Medicare 카드가 되므로, 진료가 
필요하실 때마다 이 카드를 소지했다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새 Medicare 
카드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새 카드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10.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
월까지 새 Medicare 카드를 받지 못하실 
경우, 1-800-MEDICARE (1-800-633-4227)

 로 연락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486-
2048로 연락하십시오. 

귀하는, 큰 글자, 점자, 오디오 등 이용 가능한 형태로 Medicare 정보를 
받아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CMS.gov/about-cms/
agency-information/aboutwebsite/cmsnondiscriminationnotice.html, 을 방문하시거나, 
1-800-MEDICARE (1-800-633-4227)로 문의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
486-2048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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