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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내용물은 호주의 의료제도에 관한 안내이며 여러분이 의료제도에 있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호주의 의료제도는 의료보험위원회, 의료부, 주 및 지방정부 의료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의료종사자들을 
통해 제공됩니다. 

의료부 홈페이지인 www.health.gov.au를 살펴 보시면 호주 의료제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물 구성 
 Medicare란? 
 Concession card(할인카드)란? 
 Medicare 등록은?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약품 보조금 정책)이란? 
 Australian Childhood Immunisation Register(호주 아동 예방접종 등록부)란? 
 Family Assistance Office(가족지원사무소)란? 
 Australian Organ Donor Register(호주 장기기증 등록)이란? 

본 내용물에 함께 있는 등록신청서 
 Medicare Safety Net(안전네트) 등록신청서 
 호주 장기기증 등록신청서 

영어가 제 2 외국어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해당언어로 된 정보가 필요하시면 Medicare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거나 번역 및 통역 
서비스(TIS) 131 4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서비스로서 여러분의 해당언어에 대한 통역원을 요청하여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시 TIS 통역비용은 저희가 지불합니다. 

언어 청각 장애자들을 위하여 
정보가 필요하시면 TTY 전화번호 1800 552 152로 전화하십시오. TTY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TTY 폰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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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중요사항 
 
 
 
Medicare 등록 시 

 Medicare 사무소 132 011로 전화해서 지참서류를 확인합니다. 
 해당 Medicare 사무소나 Medicare Australia 홈페이지인www.medicareaustralia.gov.au에서 구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Medicare 사무소에 갈 수 없는 형편이거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면 132 011로 전화합니다. 
 이주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영주난민비자 포함)에 해당되시면 호주 도착일로부터 일 주일 정도 

지나 Medicare를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생아의 경우에는 Medicare에 보낼 등록신청서를 출산병원에 보통 요청하여 아동 예방접종 
등록부와 Medicare Safety Net에 신생아를 등록시키도록 합니다. 

 

Medicare 더 자세히 
 카드를 처음 수령하시면 기록사항의 정확여부를 알기 위해 자세히 체크합니다. 
 새 카드를 받으면 이전의 Medicare 카드는 항상 폐기합니다. 
 진찰을 받거나 병원에 갈 경우 또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때 Medicare 카드(할인카드도 

있으면 함께)를 지참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주소변동사항이 있으면 Medicare 사무소에 통지하여 대체 Medicare 카드와 다른 중요사항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내용물 또는 Medicare 사무소에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www.medicareaustralia.gov.au에서 온라인을 통해 Medicare Safety Net에 가족을 
등록시킵니다. 이는 Medicare 등록과는 별도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으려면 일반 의료종사자로부터 소견서를 발부 받아 지참토록 합니다. 
 외국여행을 할 경우에는 상호간 의료협정이나 필요한 보험의 확인을 합니다.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의약품 보조금 정책) 
 PBS 처방약 조제 시 Medicare 카드 또는 재향군인회 카드 및 카드정보를 항상 제공합니다. 
 Concession card(할인카드)가 있으면 이를 항상 보여 줍니다. 

 



Korean 

 여러분 및 가족에 관한 PBS Safety Net을 통한 의약품 사용기록을 알기 위하여서는 약사에게 
처방기록서를 요구합니다. 약사가 기록 관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품간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문제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나 
한약 등 복용하고 있는 약품이 있으면 이를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복용약품에 대하여 의사와 약사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도록 합니다. 
 처방약품보다 더 값싼 약품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합니다. 
 처방약품은 처방 받은 본인 또는 본래의 처방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처방약품을 호주 또는 외국에 있는 타인에게 주거나 보내거나 파는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본인을 

위해 처방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면 건강상 위험도 존재합니다. 
 집에 많은 양의 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품은 보통 일별 사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예기치 못하게 중독이나 과다 복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한 약품의 공급회수에 관한 제한규정도 있습니다. 

 
Australian Childhood Immunisation Register (호주 아동 예방접종 등록부) 

 어린이의 예방접종 기록부 사본을 받으십시오. 
 예방접종은 어린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사나 해당지역 의료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Medicare에 어린이/신생아를 등록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호주 아동 

예방접종 등록부에 등록됩니다. 
 
Australian Organ Donor Register (호주 장기기증 등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www.medicareaustralia.gov.au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과 관련한 기록 동의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32 011 
웹사이트: www.medicareaustralia.gov.au 
TTY: 1800 552 152 
TIS: 131 450 
 
 
 의료보험위원회(Medicare Australia)는 보험금 지급 및 정보를 담당하는 호주의 정부기관입니다. 
의료보험위원회는 센터링크(Centrelink), 아동후원처(Child Support Agency), CRS 오스트레일리아(CRS 
Australia), 호주청문보건서비스(Australian Hearing Services) 및 호주보건서비스 그룹(Halth Services 
Australia)을 관할하는 국민건강관리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산하기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humanservices.gov.au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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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호주의 국가의료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최상이며 최고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핵심은 Medicare입니다. 

Medicare를 통해 공공병원 무료치료 서비스와 치료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가능합니다.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약품 보조급 정책)을 통해 의사가 처방한 대부분의 의약품 비용에 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Medicare는 모든 호주 사람들에게 무료나 저비용으로 의료 및 검안 서비스나 자신이 선택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Medicare를 통해 가능한 사항  

 공공병원에서 공공병원(Medicare) 환자로서의 무료치료 수혜 

 검안사,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 실무 종사자들로부터 무료 및 보조금 지급대상 치료 수혜(명시된 
서비스에 한함) 

호주의 공공병원 시스템은 호주 정부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자금 지원을 하고 주 및 해당지역 
의료부서에서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Medicare 등록과 의료혜택 대금지불은 HIC가 Medicare 네트워크과 기타 정보 및 청구 서비스를 통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에 근거하며 세금과 Medicare 의료세를 통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Medicare 혜택의 이용 및 수혜는 등록을 요합니다. 

 

내가 등록자격이 되나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호주(노퍽 제도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격조건이 됩니다.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자  
 뉴질랜드 시민  
 영주권자 비자 신분 및 소지  

− 호주에서 적법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유효한 비자  
− 유효한 비자이며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신분의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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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퍽 제도는 Medicare 프포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살다가 노퍽 제도로 이주한 호주 시민은 
귀환시 최대 5년간 Medicare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Medicare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초청 비자를 현재 고려중이거나 현재 난민 비자 신청 및 부모초청 비자를 신청한 경우  
 임시예정 결혼비자(약혼자-서브등급 300) –호주이민국 DIMA에서 영주권비자 신청이 수락될 때까지 

Medicare 자격이 없습니다. 

 

상호 의료 협정  
Medicare 혜택은 호주 방문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받는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노르웨이 등과는 상호 의료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본 협정을 통해 호주 방문 시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보험위원회 홈페이지 www.medicareaustralia.gov.au를 

참고하거나 Medicare 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Medicare 등록은? 
Medicare 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Medicare 사무소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시면 132 011로 
연락하십시오. 
 

이주자와 영주권 신청자(영주난민 비자 신청자 포함) 
Medicare가 DIMA로부터 비자관련사항을 접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호주 도착 후 1주일이 지나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Medicare 등록신청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Medicare 사무관이 등록신청절차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언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면 Medicare 
사무관이 배려하거나 번역 및 통역 서비스(TIS) 131 450으로 연락합니다. 
 

뉴질랜드 시민 
영주권자로서 등록 신청하는 뉴질랜드 시민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DIMA가 호주입국 사실을 날인한 뉴질랜드 여권  
 질랜드와의 관계 또는 호주거주증명, 필요시 두 가지 모두를 증명하는 서류  

거주성 증명부재시 호주입국전 뉴질랜드에서 생활한 뉴질랜드 시민은 상호의료협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즉시 수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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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생아 등록신청의 간소화를 위하여 출산병원은 보통 신생아 부모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Medicare로 
보내는 것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호주 아동 예방접종 등록부와 Medicare Safety 
Net에 등록됩니다.  
 

해외로부터 귀국하는 호주시민  
5년 이상 지나 해외로부터 귀국하는 호주시민은 다음 사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증명  
 호주거주증명 또는 이전 거주국가와의 관계, 필요시 두 가지 모두를 증명하는 서류 

 

Medicare 카드번호는 언제 수령하나요? 
모든 등록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등록신청시 Medicare 카드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Medicare 카드 
도착전까지는 카드 대신 본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카드는 약 10일 후 전달됩니다. 
Medicare 카드 수령 시 카드사항의 정확성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유효한 Medicare 카드의 소지가 중요합니다. 대체 Medicare 카드와 중요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항상 
Medicare에 현주소가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나 카드번호가 필요한 경우  
• 진찰시 
• Medicare 사무소에 현금지급 요청시  
• 청구시 조회가 필요할 경우  
• 공공병윈(Medicare) 환자로서 치료받을 때  
•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시  
 

Medicare 적용범위는? 

Medicare로부터의 수혜는 호주정부에서 정한 의료정가에 의거합니다. 의사들은 의료정가 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래진료  
Medicare 수혜 내용  
• 의사 및 전문의료종사자의 상담비용  
• 의사의 병치료 목적상 필요한 X레이 촬영과 병리검사등 검사및 진찰 관련 비용  
• 검안사의 검안검사 비용  
• 의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수술 및 치료 비용  
•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수술비  
• Cleft Lip and Palate Scheme에 명시된 항복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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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담당의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려면 먼저 일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소견서가 없으면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된 혜택을 받을 뿐입니다. 검안사와의 상담은 소견서가 필요없습니다. 

Medicare는 GP 서비스 이외에 실제 지불비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Medicare 의료정가의 85%를 
부담합니다. 
  

입원진료  
호주에는 정부자금 지원의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영리목적 및  비영리목적의 민간병원도 있습니다. 
  
공공병원 환자  
공공병원에서 공공병원(Medicare) 환자로서 인정된 경우 병원지정 의사 또는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시 치료나 퇴원 후 치료는 무료입니다.  
 
민간병원환자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민간병원 환자에 해당되면 치료담당의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Medicare는 
치료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Medicare 의료정가(Medicare Schedule fee)의 75%를 지불합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액내에서 보험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 수혜할 수 있습니다. 

병실료, 수술비, 의약품, 간호료 등이 청구됩니다. 물리치료와 같이 치료와 연결된 의료서비스도 
청구됩니다.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러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수혜가 안 되는 것은? 
Medicare 비적용범위  
• 민간병원 병원비 (예: 수술비 , 병실료 등) 
• 치아검사 및 치료  
• 앰블런스 서비스  
• 자택간호  
• 물리요법, 직업상 치료, 언어교정치료, 눈치료, 지압치료, 주치료 강화 플랜(Enhance Primary Care 

Plan)에 해당 안되는 발 및 심리 치료  
• 침술(의사의 치료에 속하지 않는 것) 
• 안경, 콘택츠렌즈 
• 보청기 및 기타 보조기기  
• 인공보철(의족, 의안, 의족 등) 
• 의약품(의약품 보조금 정책에 해당되는 의악품 보조는 제외함) 
• 해외에서 발생한 의약품 및 병원비  
• 제3자 책임의 의료비(예: 보험회사, 회사, 정부 등) 
• 비진료목적의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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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목적상의 수술  
• 쟁명보험, 국민연금, 공제조합 관련 검사  
  
이러한 치료나 서비스 중 일부는 공공병윈에서 공공병원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대상입니다. 일부는 
주정부 지정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일부는 저소득층에 한함) 
  
이러한 치료 및 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의료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민간의료보험  
호주는 의료관련 보험회사와 보험적용범위가 다양합니다.  

호주정부는 대부분 민간병원 의료보험 최대 30%의 환불과 평생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진찰을 받거나 하루에 수술이 끝나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의사의 
서비스는 본인이 차액부담할 필요없이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병원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높은 Medicare levy(의료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 지불방법은? 
Bulk billing (직접청구) 
Bulk billing (직접청구)은 의사가 Medicare에 직접 청구하여 Medicare 혜택으로 전액지불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직접 청구하면 예약료, 행정비용, 붕대비용, 기록비용 등도 개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연금수혜자 또는 보험카드 소지자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청구합니다. 직접청구의 
경우 진료 후 의사가 작성한 문서양식에 서명하고 복사본을 받게 됩니다. 

한번 진료시 한 종류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별로 직접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Accounts(계정청구) 
의사가 진료비용을 청구하면 환자는 총 진료비용을 부담한 후 Medicare에 혜택을 요청합니다. 

의사가 향후 진료비용 지불을 인정하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처리합니다. 
 Medicare에 미지급 진료계정 비용을 청구하여 의사를 수혜자로 한 수표를 수령하여 Medicare 
잔액금액과 함께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차액(gap)을 즉시 지급하고 Medicare에 미지급 진료계정 비용을 청구하여 의사를 수혜자로 한 수표를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Korean 

Medicare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Bulk billing(직접청구)──의사가 Medicare에 직접 청구하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Medicare 사무소──Medicare는 호주 전국에 238개의 사무소가 있으며 창구접수를 하거나 또는 
드롭박스를 사용합니다. 만일 계정 청구를 하고 창구에 현금지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신청서가 
필요없습니다. 영수증과 Medicare카드만 지참합니다. 

진료소──가능할 경우 Medicare 혜택을 진료소에서 전자지불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용을 
일괄 사전지급한 경우에는 진료소에서 청구처리하여 환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청구대금이 직접 
입금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수표를 수령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청구대금이 직접 입금되도록 하려면 금융기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가 정확한 
Medicare번호와 주소정보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본래의 계정과 영수증을 동봉한 청구대금 요청양식을 작성하여 Medicare, GPO Box 9822로 
발송합니다. 우편 청구대금 요청시 Medicare 카드는 발송하지 마십시오. 

전화──Medicare에 전화를 걸어 청구내역을 통보한 후 영수증과 계정을 우송합니다. 청구대금 요청양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도착 후 Medicare에서 청구대금 지급절차를 시작합니다. 전화는 1300 360 
460(일주일, 일일 24시간)입니다.   

Medicare easyclaim(간편청구)−농촌이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농촌교역 센터, 
주정부대행기관, 약국, 우체국, 상점 , 서비스 스테이션에 Medicare easyclaim(간편청구) 시설이 있습니다. 
청구하려련 여러분의 상세정보를 접수하여 진료대금 청구과정을 착수할 Medicare 오퍼레이터에게 직접 
말씁하십시오. 서류가 Medicare에 보내지고 서류확인후 지불됩니다. 

Medicare two-way(투웨이)−Medicare two-way(투웨이) 방식은 Medicare 진료대금 청구신청서를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금에 제출하여 이 기금에서 Medicare 사무소에 민간 의료기금 청구서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 의료기금 청구서가 해당기관에 전달되면 일반적인 방법대로 처리됩니다. 현금지불은 
되지 않습니다. 

Medicare의 지급절차는? 
전자지불방식−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Medicare 청구대금은 환자의 거래 금융기관 계정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습니 다. 진자지불방식은 수표 우편수령방식보다 훨씬 신속합니다. 청구대금을 
전자지불방식으로 수령하려면 BSB(은행지점번호)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Medicare 대금청구는 엄격한 비밀보안 유지를 합니다. 은행정보는 Medicare 청구대금 입금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현금−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Medicare사무소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현금지급(현금보유한도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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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료비를 전액지급하지 않았거나 Medicare 청구대금을 전자지불 또는 현금지불 방식으로 
수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수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의사를 
수혜자로 한 수표가 발행됩니다. Medicare 잔액과 함께 수표를 의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Medicare Safety Net(안전네트)란? 
정기적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Medicare Safety Net(안전네트)을 필요로 
할 경우 Medicare Safety Net(안전네트)에서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Safety net(안전네트) 기준에 해당되면 
진료를 받거나 진료검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Medicare Safety Net(안전네트) 
시트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십시오.  
                                                                                                        

Medicare 상세정보  

  
Medicare 방문 또는 
전화:    132 011 
TIS:    131 450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TY:    1800 552 152 (언어장애자) 
Email:    medicare@medicareaustralia.gov.au 
홈페이지:   www.medicareaustralia.gov.au 
우편:    Medicare, GPO Box 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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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혜택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한 더 많은 선택  
  

당신의 가족을 지금 등록시키세요!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거나 의료검진을 받는 경우, 결과적으로 의료비용 부담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Medicare Safety Net는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합니다. Safety Net(안전네트)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진찰을 받거나 의료검진을 받는 경우 의료비용 부담이 적게 듭니다. 

Bulk Bills(진료비 정부부담)로 진찰을 받는 경우는 계속 무료입니다. 

Safety Net는 외래환자 진찰비용만을 커버합니다. 병원 체류 동안에 받은 서비스는 Safety Net에서 
커버되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  
모든 가족과 부부(couples)는 이 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가족 모두 Medicare 
카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안전네트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 Medicare에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십시오. 
 
Safety Net(안전네트)의 한계금액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준에 해당되면 Medicare가 연락합니다. 또한 직접 Medicare Safety Net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료보험위원회 웹사이트의 ‘Our Services for You’ 섹션에서 확인 
• 전화— 132 011번으로 문의 
• 방문—지역 Medicare 사무소 방문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예: 
 
의사가 부과하는 요금      $55.00 

정상적인 Medicare 환불금     -$31.45 

귀하에게 해당되는 비용     $23.55 

안전네트에 도달할 때 Medicare는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용의 80%를 추가 지불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용은    $23.55 

$23.55에서 80%를 환불 받음     -$18.85  

따라서 최종 비용은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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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금액(threshold)이란? 
안전네트 한계선은 수입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귀하의 수입과 재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가지 방법
으로 한계선이 계산됩니다. 
 

 

한계금액 혜희 대상? 계산방법은? 혜희 내용 
연방정부혜희(Commonwealth 
Concession) 카드 소지자들 
FTB (A)를 수령하는 가족들 

자비 지출 자비 지출의 80% 

모든 Medicare 카드 소지자들 자비 지출 자비 지출의 80% 

모든 Medicare 카드 소지자들 차이금액에 의거함 
예정요금(schedule fee)의
100% 

 
*이 수치는 매년 1월 1일에 소비자 가격 지표(CPI)에 따라 조정됩니다.  
 
실제지불비용 – Medicare 급부금액과 의사가 청구하는 비용과의 차이임  

차이금액 – Medicare 급부금액과 의료정가와의 차이임  

의료정가 – 호주 정부가 설정한 의료서비스 비용임, 
  

안전네트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  

안전네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의 예  
• GP 및 전문의료종사자 상담  •초음파   • CT 스캔 
•혈액검사    • X-레이   •자궁 경부 검사 
 

더 자세한 정보  

Medicare  132 011 혹은 지역 Medicare 사무소 방문 
TIS   131 450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TY   1800 552 152 (청각 및 언어 장애) 
이메일   medicare@medicareaustralia.gov.au 
홈페이지              www.medicareaustrali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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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Safety Net 한계금액(2007년 2월) 

$519.50* 

$1039.00* 

$358.90* 


	기준에 해당되면 Medicare가 연락합니다. 또한 직접 Medicare Safety Net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