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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메디케어 요약 고지서)이란?
MSN(Medicare Summary Notice, 메디케어 요약 고지서)은 수혜자가 받는 메디케어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담아 분기별로 제공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MSN에는 수혜자의 메디케어 청구 내
역 상세 정보가 담깁니다. MSN은 메디케어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되어 있는 수혜자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MSN(메디케어 요약 고지서)은 대금 청구서가 아닙니다.

MSN을 이용해 사기, 오류 및 남용 감지하기
• 사기 예방의 첫 걸음은 본인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받은 MSN과 관련 명세서는 보
관해 두어야 하지만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반드시 파쇄해 폐기하셔야 합니다. MSN,
EOB(혜택 설명서) 및 그 외 명세서와 청구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민감한 정보인 만큼 파쇄
하여 정보가 도난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MSN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오류나 사기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MSN을 받으면 즉시 열어 살펴봄으로써 목록에 있는 서비스를 실제로 본인이 이용했
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SMP에서 받으실 수 있는 개인 의료서비스 저널(Personal
Health Care Journal)을 이용해 본인이 이용한 의원/병원 진료, 검사, 서비스 영수증, 받은 의
료 기기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 메디케어에서는 MSN을 3개월에 한 번씩 발송하고 있지만 인터넷 웹사이트,
www.MyMedicare.gov에 가시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본인 MSN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무료 보안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지난 15개월 이내에 처리된 청구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리건 SHIBA(800-722-4134번)로 전화하거나 SHIBA.Oregon.gov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받은 MSN을 살펴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기록 및 개인 의료서비스 저널(Personal
Health Care Journal) 내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오류가 발견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자나 보험사에 연락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 지역 SMP에 전화하십시오.

오리건 주 SMP
SMP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오리건 ADRC에 연락하십시오.
1-855-673-2372
www.ADRCofOreg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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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날짜
사용한 혜택 일 수
청구 금액
수혜자 청구 가능 금액
비보장 의료비
수혜자 청구 가능 공제액 및 공동 보험
금액
 청구에 대한 추가 사항
 공제액 정보
 이의 제기 정보







살펴볼 내용

이 프로젝트의 일부는 Washington, D.C. 20201 미국 보건복지부(DHHS) 산하 미국 지역사회 생활청(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이 제공하는 지원금 제90MP0212호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지원 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원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연구 결과와 결론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을 장려합니다. 따라서 표현되는 관점이나 의견이 반드시
지역사회 생활청의 공식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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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과 관련 명세서에서 어떤 정보를 살펴봐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