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care  
비용 지원 받기

시  작  하  기

비용 절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세한 정보 요청  
이 브로셔에 작성된 금액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더라도, 비용 절감 자격을 충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 주 의료지원(Medicaid)
부에 전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edicare.gov/talk-to-someone
에 방문하여 주를 선택한 다음 “기타 보험 
프로그램”(Other insurance programs)을 
선택해 주 Medicaid 사무소의 전화 번호를 
확인합니다. 1-800-MEDICARE(1-800-633-4227)
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타이프라이터
(teletypewriter, TTY) 사용자는 1-877-486-2048
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청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주 의료지원(Medicaid)부로 전화하여 자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Medicare.gov에 방문해 확인하거나 Medicare 간행물을 
프린트해 유용한 전화 번호와 웹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800-MEDICARE(1-800-633-4227)에 전화하여 Medicare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주 의료지원(Medicaid)부에 전화하십시오. 주 
의료지원부의 전화 번호를 확인하려면 Medicare.gov/
talk-to-someone에 방문하여 주를 선택한 다음 “기타 
보험 프로그램”(Other insurance programs)을 선택하거나 
1-800-MEDICARE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큰 활자, 점자, 오디오 등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Medicare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불만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edicare.gov/about-us/accessibility-nondiscrimination-notice
에 방문하거나 1-800-MEDICARE (1-800-633-4227)에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납세자의 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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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주 
프로그램 

시작하기

주의 도움을 받아 Medicare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사례의 
경우, Medicare 절감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으로 Medicare 파트 A(병원 보험) 및 
Medicare 파트 B(의료 보험) 공제액, 공동 보험료, 
고용인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Medicare 절감 프로그램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1. 유자격 Medicare 수혜자(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2. 특정 저소득 Medicare 수혜자(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 SLMB) 

3. 유자격 개인(Qualifying Individual, QI) 

4. 유자격 장애 근로자(Qualified Disabled and 
Working Individuals, QDWI) 

QMB, SLMB나 QI 프로그램 자격에 해당될 경우, 
Medicare 약물 보험을 지불하는 데 부가적 지원
(Extra Help)을 받을 자격을 자동으로 갖추게 
됩니다.

중 요  질 문  3 가 지
질문에 모두 해당될 경우, Medicare.gov에 방문하거나 주 의료지원(Medicaid)부에 전화하여 자신의 주에서 Medicare 절감 
프로그램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파트 A가 있거나 자격에 해당하십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Medicare 카드를 확인하거나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1-800-772-121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00-325-0778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소득이 아래 제시된 소득 한도 이하입니까? 차트의 정보는medicare.gov/basics/costs/help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개인 월별  부부의  
절감 소득  월별 소득  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한도*

QMB 1,153달러 1,546달러 파트 A 및 파트 B 보험료, 기타 
비용(공제액, 공동 보험료, 고용인 
부담금 등)

SLMB 1,379달러 1,851달러 파트 B 보험료만 해당

QI 1,549달러 2,080달러 파트 B 보험료만 해당

QDWI 4,615달러 6,189달러 파트 A 보험료만 해당
 

  위의 한도보다 낮게 자산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QMB, SLMB, QI 프로그램에 대한 2022년 자산 제한은 1인당 
8,400달러이며 부부의 경우 12,600달러입니다. QDWI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제한은 1인당 4,615달러이며 부부의 
경우 6,189달러입니다. 해당되는 자산에는 당좌 예금이나 저축 계좌 예금액, 주식, 채권이 포함됩니다. 자산을 
계산할 때는 집, 차량 한 대, 매장지, 따로 금액을 저축해둔 경우 장례 비용 최대 1,500달러, 가구나 기타 가정 물품 
및 개인 물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 소득이 있다면 한도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이러한 혜택 자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다르게 
계산하므로, 한도를 넘을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주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및 하와이의 한도는 약간 더 높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산 수준이 더 높거나 자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 당국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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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차트의 
소득 및 자산 
한도는 2023
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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