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BA의 영향

SHIBA란 무엇입니까?

SHIBA 카운슬러 및 자원봉사자:

Senior Health Insurance
Benefits Assistance(SHIBA),
고령자 의료보험 혜택 지원)는
다음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지역별
일대일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메디케어 가입자 및
• 그 가족
가입자와 그 가족들은 공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보험에
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무엇입니까?

•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와
메디케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처방약 플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메디케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만 사항
처리를 지원합니다.
• 메디케어 관련 사기,
낭비 및 남용을 예방,
감지 및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메디케어는 다음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가 있는 일부 젊은 사람 및
•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메디케어의 구성 요소

- 또는 -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A:
병원 보장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B:
의료 보장

처방약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파트 D)

아래에서 둘 중 하나 또는 둘 2차 보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혜택(예: 공무원 퇴직금
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장
메디케어 추가
보장(메디갭)

•
•
•
•

제도(PERS))
통합예산조정법(COBRA)(
경우에 따라)
Tricare for Life(TFL) 또는 보훈부
민간보건의료 프로그램(CHAMPVA)
메디케이드
인디언 의료 서비스(IHS)

SHIBA.OREGON.GOV | 800-722-4134

2021년 오리건 주의
메디케어 인구는

877,232

명이었습니다.

카운티별 메디케어 인구
(등록 기준)

Baker 5,085
Benton 17,250
Clackamas 86,325
Clatsop 10,686
Columbia 12,140
Coos 20,537
Crook 7,181
Curry 9,339
Deschutes 45,892
Douglas 34,297
Gilliam 558
Grant 2,291
Harney 2,026
Hood River 4,393
Jackson 57,627
Jefferson 5,497
Josephine 26,863
Klamath 17,817

Lake 2,281
Lane 89,247
Lincoln 16,870
Linn 29,903
Malheur 6,300
Marion 65,625
Morrow 2,190
Multnomah 128,506
Polk 18,531
Sherman 525
Tillamook 8,328
Umatilla 14,681
Union 6,464
Wallowa 2,495
Wasco 6,444
Washington 90,820
Wheeler 504
Yamhill 21,714

숫자로 보는 SHIBA

6개 주 직원
198명의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395번의 봉사 활동 및 교육 행사
12,384시간의 자원봉사
16,013회의 일대일 상담

이 문서는 다른 언어, 큰 활자체, 점자 또는 선호하는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노인 건강 보험 혜택 지원(Senior Health
Insurance Benefits Assistance, SHIBA) 프로그램으로 800-722-4134 또는 shiba.oregon@dhsoha.state.or.us에
연락하십시오. 모든 중계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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