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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사기 예방

@SMPNationalResourceCenter
@SMPresource

시니어 Medicare 감찰단(Senior Medicare Patrol, SMP) 프로그램은
Medicare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사기, 오류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당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의 수혜자, 그 가족 및 돌봄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사기가 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든 언제든지 SMP를 통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re는 사기, 오류 및 남용으로 매년 6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미 전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신원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돈이 들게 됩니다.

SMP에 연락하여 Medicare 사기, 오류 및 남용을 예방, 인식 및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P는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괌 및 미국령 버진제도를
비롯해 모든 주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SMP
에 연락하시면 교육받은 팀원이 궁금한 사항에 답변해 드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사기, 오류
또는 남용이 이미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SMP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밀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추가 지원을 위해 해당 주 및 연방 기관에 문제를 보고하고 이를 의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의료용품에 대한
청구서 발부

◆ Medicare에 청구하기 위해 진단, 귀하의 신원
또는 그 밖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검사 및 서비스의 처방
또는 제공
◆ Medicare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비 청구

예방하세요. 인식하세요. 신고하세요.

사기 예방, 인식 및
신고 팁

◆ 본인의 Medicare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만
Medicare 카드를
소지합니다.

◆ 모든 의료 진료 및 수술
기록을 관리합니다.
◆ 알지 못한 청구 또는
중복 청구 등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Medicare 명세서를
검토합니다.
◆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면 의료제공자,
Medicare 또는 지역
SMP에 전화합니다.

SMP는 미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의 운영 부서인 지역사회생활행정부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의 전국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CL.gov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