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Medicare(메디케어) 카드 , 동일한  옛  사기범  
 
Medicare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고유한 메디케어 번호가 부여된 새롭고 
더욱 안전한 메디케어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Medicare는 옛 메디케어 번호가 개인의 
사회보장번호(SSN)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옛 카드를 없애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때로는, 
누군가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새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새 Medicare 카드로 귀하가 받는 보험급여가 바뀌지 sm 않으며, 새 카드는 무료로 귀하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그것을 받는 데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Medicare 카드의 변화에 대해 귀하가 알지 못할 것을 기대하면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그러한 시도를 
물리치십시오. 

• 새  Medicare 카드에  대해  어떠한  지급도  하지  마십시오 . Medicare 카드는 무료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여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귀하의 새 Medicare 
카드를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보장번호(SSN)나 은행계좌번호,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러한 정보나 현금을 주지 마십시오. 

• 귀하가  알지  못하거나  귀하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Medicare 번호를  
주지  마십시오 . 어떤 사기범은 Medicare로부터 전화를 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데,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어를 대리하는 그 누구도 귀하가 새 메디케어 카드를 받는 데 있어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귀하의 Medicare 번호를 의사 또는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SHIP)과 같이 메디케어 업무를 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십시오. 귀하가 모르는 사람이 신청서, 또는 귀하의 
사회보장번호(SSN)와 같이 개인정보를 적어야만 하는 양식의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할 
경우 "고맙지만 괜찮습니다"(no thank you)라고 말하십시오. 

• 귀하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행계좌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 누군가가, 귀하가 새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계좌로 리베이트나 보너스를 입금하겠다고 할 경우, 
그것은 사기입니다. 

• 누군가가 , 귀하의  메디케어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Medicare 급여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  속지  마십시오 . 누군가가 귀하의 메디케어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귀하의 건강보험 급여가 취소될 것이라고 위협한다면, 전화를 끊으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신 경우 1-800-MEDICARE (1-800-633-4227; TTY: 1-877-486-
2048)로 전화하시거나 노인메디케어정찰대(Senior Medicare Patrol) smpresource.org에 
알리십시오.  

• 옛  메디케어  카드는  파기하십시오 . 새 Medicare 카드를 받으시는 대로, 옛 Medicare 
카드를 파기하고 즉시 새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옛 카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갈아버리거나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버리십시오. 유투브 CMSHHSgov 채널에 방문하여 
“Destroy your old Medicare card”(옛 메디케어 카드는 버리세요)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수 백 만의 미국인들에게 새 Medicare 카드를 우편을 발송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귀하 
자신의 카드는 친구나 이웃의 카드와는 다른 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Medicare.gov/NewCard를 방문하여 귀하의 지역에 새 카드가 언제부터 발송되는지를 알아보시고 
Medicare로부터 이메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등록을 하세요.  

Medicare 사기와 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Medicare.gov/fraud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