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감지, 보고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란?
MSN이라고도 하는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는 귀하의 이름으로 메디케어에
청구되는 의사의 방문,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3개월마다 우편으로 발송되며 온라인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N은
메디케어, 본인 또는 기타 보험사(메디갭 또는 고용주 보험 등)가 지급해야 하는
요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MSN은 메디케어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등록된
가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MSN은 큰 활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청구서가 아닙니다.

귀하의 MSN을 이용하여 오류, 사기, 남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MSN 검토는 잠재적인 오류, 사기, 남용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MSN은 받은 즉시 개봉하여 읽어 봄으로서 열거된 모든
서비스를 본인이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방문, 테스트, 서비스 영수증, 그리고 제공받은 장비에 대해 기록해
두십시오. 지역 SMP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 건강 관리 일지는 귀하가 받은
서비스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SN을 영수증, 기록 및 개인 건강 관리 일지와 비교하십시오. 어떠한
오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제공업체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기타 문의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 SMP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는 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메디케어 요금
요약서 및 관련 내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보관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말고 분쇄하여 처리하십시오. 귀하의 MSN 및
기타 건강 관리 청구서와 같은 중요 서류를 분쇄함으로서 귀중한
개인정보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3개월마다 MSN을 발송하지만, MyMedicare.gov에 방문하면
하루 24시간 언제나 MSN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무료 보안
온라인 서비스에 등록하면 최근 36개월 이내에 처리된 모든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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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및 관련 내역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
플랜

범위

보고 양식

메디케어
파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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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일자
공급자명 및 주소
수혜 일자
클레임 승인 여부 (예 / 아니오)
비보장 요금
메디케어가 지불한 금액
귀하에게 청구될 수 있는 최대 금액
클레임에 대한 참고 사항
이의 제기 정보
서비스 일자
공급자명 및 주소
제공된 서비스 및 청구 코드(또는
수량 및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는 승인 여부 (예 또는
아니오)
 공급자가 청구한 금액
 메디케어가 승인한 금액
 메디케어가 지불한 금액
 귀하에게 청구될 수 있는 최대 금액
 클레임에 대한 참고 사항
 이의 제기 정보
귀하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회사는 보장받은 혜택을 설명하는
내역서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 플랜의 누적 비용
 지급한 총 비용 및 약 값
 현재의 보장 정보(본인부담금, 혜택
공백 기간 등)
 마지막 EOB 이후에 발생한 클레임
요약
 처방전 업데이트
 총 요금
 메디케어가 지급한 것
 메디갭이 지급한 것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 메디케어 순찰단(SMP)을 검색하시려면
www.smpresource.org를 방문하거나 1-877-808-2468로 전화 주십시오.
미국 지역복지국(ACL), 노인청(AoA)에서 재정을 지원합니다.
승인 번호 90NP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