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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 프로그램 (F M P) – 
외래 환자 의료 제공자 및 사무실 관리자 사실 
자료를 위한 안내 

F M P 는 CHAMPUS/TRICARE 와 관계가 있읍니까?
CHAMPUS/TRICARE 와는 아무 관계도 없읍니다.

F M P 를 수용하거나 FMP 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가 
서명해야할 계약서나 합의서가 있읍니까?
아니요. F M P 는 계약 제공자가 없읍니다.

어떤 사람이 F M P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재향군인들은 F M P 수혜 승인서를 지참할것이며, 여기에는 
보장되는 의학적 장애가 간략히 설명되어 있읍니다.

전문의 에게 의뢰하거나, 진단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승인이 필요 한가요?
서비스 관련장애의 치료와 관계되는 전문의 의뢰 또는 진단 
테스트는 승인이 필요 없읍니다.

어떤 종류의 사례 관리 와 활용 검토가 수행되나요?
크레임은 제공된 케어가 서비스 관련장애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의하여 검토됩니다.

객관적인 검토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 할수 있읍니다; 물리, 
작업 및 언어 치료; 가정 건강 관리; 정신 건강/약물 남용; 
내구성 의료 장비; 그리고 입원 환자를 위한 전문 간호 
서비스 와 재활.

F M P는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보장 하나요?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이 보장 됩니다. 다만, 그 약물이 
서비스 관련장애 또는 서비스 관련장애와 관련되어 이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의 치료에 적합한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보장 됩니다.

모든 의약품은 미국 식품의약청 (F D A)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약품이 F D A 의 승인을 받았는지 불분명 하면, F D A 
website at https//www.fda.gov/drugs 에서 확인 하거나, 
F M P 로 연락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F M P 가 해당 

의약품이 수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 의약품의 
이름, 처방이 발행된 장애 그리고 복용량과 사용법 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구입하여 외국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선적된 
의약품은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청구한 크레임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클레임을 청구 할때는 아래의 정보와 서류를 밑에 기재한 
우편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V A Form 10-7959f-2, F M P 클레임 표지

• 환자의 성명, 우편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그리고 V A
파일 번호

• 의료 공급자의 이름, 의학적 명칭,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사무실 주소와 다른경우 청구지 주소

• 진단명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제공된 각 서비스의 청구 금액과 날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편: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Foreign Medical Program
P.O. Box 469061
Denver, C O  80246-9061

전화: 303-331-7590,(월요일 – 금요일
8:05 a.m. to 6:00 p.m., 동부 시간)

팩스: 303-331-7807

Email: HAC.FMP@va.gov

Website: Foreign Medical Program

https://www.fda.gov/drugs
https://www.va.gov/find-forms/about-form-10-7959f-2/
mailto:HAC.FMP%40va.gov?subject=
https://www.va.gov/COMMUNITYCARE/programs/veterans/fmp/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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