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가 드리는 중요한 공지

플랜을 비교하여 
가입하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MEDICARE.GOV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검토

메디케어 공식  
가입 기간입니다. 
올해 메디케어 플랜 보험료는 역대 최저로서, 지난 
3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34% 떨어졌으며, 주에 
따라서는 5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귀하의 
보험 선택안들을 비교해볼 때입니다.

내년을 위해  
플랜들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입자 필요사항의 변화에 따라 메디케어 플랜도 
바뀝니다. 귀하의 현재 보험이 여전히 최선의 
선택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현 플랜, 비용, 건강적 
필요사항을 살펴보고 나서 Medicare.gov/plan-compare로 
가셔서 플랜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새롭게 제안되는 부가 보험급여
(extra benefits)를 찾아보고,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가 보험으로 
보장해드리는 플루샷  
(독감예방주사)도 잊지 마세요.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미국 노인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독감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독감(플루)에 걸리고 전염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며, 네트워크 
내 제공자로부터 예방주사를 받으면 가입자에게 전혀 비용 
부담없이 메디케어가 비용처리를 해드립니다. 귀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세요. 오늘, 귀하의 의사, 약국, 또는 다른 지역의 제공자에게 
가셔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세요.

MED ICARE
메디케어 공식 가입
10월 15일 – 12월 7일

댁에서 안전하게  
플랜들을 비교해 보세요.
Medicare.gov에서 플랜들을 찾아서 귀하의 모든 
처방약에 대한 추정액을 알아보세요. 현재 보험내용이 
귀하의 필요사항을 여전히 충족시키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로 인슐린  
비용을 절감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인슐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수백 가지 메디케어 약품 플랜은 단 $35 
이하의 코페이(공동부담금)로 다양한 범위의 월간 공급분 
인슐린 제품을 제안합니다. 인슐린에 대한 본인부담금
(out-of-pocket cost)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446
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Medicare.gov/
plan-compare로 가셔서 새로이 선보이는 인슐린 절약 
플랜들을 찾아보세요.

통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1-800-MEDICARE (1-800-633-4227) 로 문의  
TTY 사용자: 1-877-486-2048

우리는 공식 가입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주말 휴무없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주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 (SHIP)에 전화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건강험 상담을 받으세요. 
웹사이트 shiptacenter.org에서 가까운 곳의 상담처를 
알아보세요. 많은 SHIP 프로그램들은 올해 가상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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