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project was supported, in part by grant number 90SAPG0019-03-00, from the U.S.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hington, D.C. 20201.   

    

적격 메디케어 수혜자 프로그램(QMB,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Program) 이해하기 

QMB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D.C. 메디케이드에서 관리하는 QMB 프로그램은 월 소득이 $3,418(싱글) 또는 월 $4,598(부부) 미만으로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추가 보험 보장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본인 분담금(deductible) 및 정률 본인부담금(coinsurance)을 포함한 모든 메디케어 비용 분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료에서 무엇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QMB 프로그램은 매달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파트 A에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파트 A 보험료가 있는 경우 QMB 프로그램이 이를 지불해 줍니다. 
 
파트 B 보험료 귀하가 $170.10를 지불하게 됩니다. 
 
QMB 승인을 받으면 메디케이드에서 전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사회 보장국이 사회 보장 지급액에서 파트 B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QMB 승인을 받은 후에는 매월 지급받은 액수가 보험료 금액만 
큼 증가할 것입니다. 
 
QMB 승인 편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령 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비용 분담금에서 얼마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 
QMB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의 모든 비용 분담 금액을 커버함으로써 완전한 추가 보험을 제공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QMB는 입원환자 병원 본인 부담금 $1,556와 일일 입원환자 병원 및 전문 간호 시설 정률 본인부담금(coinsurance)을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파트 B 본인 부담금(deductible) $233 및 의사 진료, 외래 환자 병원 서비스 및 의료 기기에 대한 모든 정률 본 
인부담금(coinsurance) 비용(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승인 금액의 20%)이 포함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QMB는 입원, 외래환자 병원 서비스, 의사 진료 및 의료 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deductible) 및 정률 본인부담금 
(coinsurance)을 모두 보장합니다. 
 
내 파트 D 처방약 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QMB에 있는 사람들은 파트 D 처방약 플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에 대한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는 귀하의 보험료, 본인 부담금(deductible)을 보장해 주고 처방약 정률 본인부담금(coinsurance)을 
 

복제약(지네릭 약)의 경우 $3.95, 브랜드 네임 처방약의 경우 $9.85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연방 메디케어 법에 따르면 QMB는 비용 분담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에 지불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불할 때 귀하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메디케어 비용 분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MB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와 어떻게 다릅니까? 
의료 지원 또는 QMB Plus라고도 알려진 메디케이드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분적인 메디케이드인 QMB는 서비스가 Medicare에서 보장되는 경우에만 서비스 비용 지불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QMB는 치과 또는 정기 안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에 
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세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 항상 메디케어와 QMB 카드를 모두 보여주세요. 
 
QMB 승인을 받았고 카드가 필요한 경우 헬스케어 옴부즈맨 사무실(877-685-6391)로 연락주세요. 
 
문제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세요? 
 
전화주세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QMB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경우, 비용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메디케어 본인 분담금(deductible) 또는 기본 분담금(copayment)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즉시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귀하와 협력할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면, dacl.communications@dc.gov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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