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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서비스 관리국(ESA) 
 커뮤니티 서비스부(CSD) 

 의료비 사례 
다음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의료비의 유형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B/D,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MSP, Medicare Savings 
Program) 또는 기타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정산된 후에만 의료비 
청구서를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메디케어 수혜 자격 프로그램(QMB,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수혜자가 메디케어 파트 A/B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사례 

1. 면허가 있는 제공자(증빙 포함)가 처방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품 
및 용품.  여기에는 아래의 품목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비타민, 진통제 및 천연허브 보충제 

2. 병원, 클리닉 또는 기타 서비스 시설 
• 의사 진료, 치과, 안과 
• 이미 승인된 자택 돌봄 서비스 
• 정신과 진료, 상담 또는 커뮤니티 사례 관리 

3. 의사 진료, 처방전 또는 의약용품 수령과 관련한 교통비 
• 개인 차량을 이용한 이동    
• 주차 요금, 통행비, 차량 호출 서비스(Dial a Lift), 버스, 여객선, 택시 또는 
공유 차량(우버, 리프트 등) 이용에 드는 요금 

• 치료를 위한 장거리 여행 시 발생하는 숙박비 

4. 장애인 보조 동물에 필요한 사료 및 의료비 

5. 이동 보조 수단, 재활 보조 장치, 보철 및 교정 장치 그리고 전자 비상 대응 
시스템(EERS, Electronic Emergency Response Systems)과 같은 의료 장비   

6.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거주지 개선 

7. 워싱턴 주 법에 따라 인정되는 타 주에서 행해진 의료 서비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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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빙 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병원, 의원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청구서  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 환자 이름 

• 청구서의 모든 페이지 

•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 

• 청구 가능 기간 내의 청구서 날짜 

• 진료 날짜, 총비용 및(또는) 진료비  

• 제 3자(메디케어, MSP 또는 기타 보험사)에 의해 지급된 비용 

• 환자 부담 최종 금액 

2. 처방전  증빙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 환자 이름 및 약국 상호 

• 의약품 이름 및 처방전 번호  

• 제 3자(메디케어 파트 D 또는 기타)에 의해 지급된 비용 

• 환자 부담 최종 금액 

증빙 서류 제출 예시 

• 계산대 출력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 또는 

• 약사가 서명한 처방전 요약서 또는 

• 메디케어 파트 D 요약서 

3. 여행 날짜가 포함된 교통비 

• 주행 거리 기록 - 다음 페이지에서 주행 거리 기록 샘플을 참조하세요. 

• 주차비 및 버스 요금과 같은 요금 또는 운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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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거리 기록 샘플 
날짜 서비스 제공자 이름 서비스 제공자 주소 왕복 총 

마일(MILES) 
주차비 

(영수증 첨부) 

샘플 1:  
2020/01/03 

Harborview 325 9th Ave., Seattle 15 $20 

샘픔 1:  
2020/01/05 

Walmart Pharmacy 1000 Greenlake, 
Seattle 

20  

 주행 거리 기록 
날짜 서비스 제공자 이름 서비스 제공자 주소 왕복 총 

마일(MILES) 
주차비 

(영수증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