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피하는 방법
해마다, 납세자들은 건강보험 사기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기”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보험회사에 청구 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받았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대해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쓰여진 비용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장비 업체가 존스씨에게 스쿠터를 제공한 뒤, 메디케어에는 휠체어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합니다.
그 후, 존스씨가 정작 휠체어가 필요했을 때, 메디케어는 이미 휠체어에 대한 비용을 지불 했으므로, 더이상
같은 품목으로 지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리노이 SMP(시니어 메디케어 순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을
다음과 같은 사기로 부터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여기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들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사회보장 번호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나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이와 관련된 번호들을 절대로
알려주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화를 이용하거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전화 또는 가가호호 판매활동은 종종 사기의 징후가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거는 사람 또는 집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구매하도록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가하려고 시도한다면,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십시오.
서비스를 무료 받는 조건으로 여러분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사회보장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만약 서비스가 무료라면, 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서류를 읽어보지 않고 싸인 하지 마시고, 빈 용지에는 절대 싸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 의료 서비스나 장비를 받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나 장비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번호를
요청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그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담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치의는
여러분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장비들을 제공하거나 주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Medicare Summary Notice (메디케어 진료요약) 또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상품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 하십시오:
o 받지 않은 의료 서비스나 장비에 관한 비용이 청구 되어 있지는 않은 지,
o 주치의가 주문 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나 장비들은 아닌지,
o 다른 오류들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주의: 일리노이주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진료요약 내역서를 제공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청구된 내용을 찾아 내는 것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역시
위에 나와 있는 각각의 방법들을 잘 숙지 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SMP (시니어 메디케어 순찰)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의료보험 사기, 낭비 그리고 남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의 메디케어 진료요약서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일리노이 SMP 프로그램 (800)699-9043 으로 전화 주십시오. 일리노이
SMP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웹싸이트 www.illinoissmp.org 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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