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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신청 요령 안내

CMM의 의료비 나눔
(1) CMM의 모든 프로그램은 수술이나 입원 비용으로 각 질병 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각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 경우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골드플러스와 골드메디 프로그램은 의사 방문비, 외래 검사비 및 6개월간의 처방약 값을 
비롯하여 개인당 해마다 $500 한도 내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합니다(예: 일반 혈액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전립선암 검사 및 예방접종 등).

(3) 임신 및 출산 비용은 출산예정일이 CMM에 가입한 날부터 300일 이후인 
골드플러스(2units 이상) 회원에 한해서만 $150,000까지 지원됩니다.

(4) 회원이 자발적으로 의료비 할인을 받으면 본인부담금 한도내에서 공제혜택을 드립니다.

(5) 가입 1년 이내의 치료비는 $150,000까지 지원됩니다. 

(6)가입 1년 이후 새로운 질병으로 의료비가 $150,000을 초과했을 경우, Burden-Sharing 
Program을 통해 전체 회원이 최대 $1,000,000까지 의료비를 분담합니다.(단 연간 $100,000
까지로 제한). 회원 가입 이전에 치료 중이었던 지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8)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뇨병 등은 가입 전 1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제한적 지원이 됩니다(제한적 지원I). 1년1차: $15,000, 2년차: $10,000 추가, 3
년차: $25,000 추가, 4년차: $100,000(지원총액 $150,000)이 지원됩니다. 

(9) 지병이 있었지만 그 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그 병과 관련된 
투약이나 검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제한적 지원II). 2년차: $15,000, 
3년차: $10,000추가, 4년차: $25,000, 5년차: $100,000(지원총액 $150,000)이 지원됩니다.

10. 의사가 회원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권한 경우, 진단을 내린 의사와 연관되지 않는 제 3의 
의사로부터 2차 소견을 받아야 한다.

11. 치료 받은 후 모든 의료비 청구서를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만 지원됩니다.

12. 회비가 미납되었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본인 
사망시 제외).

최근 한 주간 동안 사무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회원 가입 문의 및 회원 서비스로 인해 담당자와의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곧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c-
mmlogos.org입니다. 기독의료상조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요일(03/25/2016) CMM 근무시간은 오전 12까지입니다.  
03/28/2016 월요일 오전 9시(중부시간)에 업무를 재개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귀 회원과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CA의 H 회원은 귀 뒤쪽의 뇌종양 수술을 받습니다(2015년 5월부터 Bronze 회원).

CA의 S 회원은 간암으로 의심되어 간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2014년 4월부터 Gold Plus).

OK의 K 회원은 폐암으로 수술을 받습니다(2004년 11월부터 Gold 회원).

CA의 S 회원은 간암(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습니다(2014년 4월부터 Gold Plus).

TX의 L 회원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습니다(2010년 10월부터 Gold 

Plus 회원).

특별기도 요청

알림

The member should inform Christian Mutual Med-Aid (CMM) at least 5 
days prior to a scheduled medical procedure or an upcoming hospital 
admission, surgery or treatment.
Needs MUST be submitted to CMM within 6 months of treatment.
The Personal Responsibility will be deducted from total submitted bills.
Needs Processing Form, Itemized Bill, and paid bills receipts as proof of 
payment are required.
The label described with drug store, purchasing date, name of patient, 
costs, doctor’s name must be submitted for the sharing of prescribed 
medication.
Self- paid bills must be submitted with all required documents and proof 
of payment (receipts with zero balance) of the bills.
Eligible bills will be paid to the medical provider directly by CMM.

CA member, H, is scheduled to have surgery to remove a brain tumor. (Bronze 
member since May, 2015)
CA member, S, will be undergoing a hepatic resection due to liver cancer. (Gold Plus 
member since April 2014)
OK member, K, is scheduled to have lung cancer surgery. (Gold member since 
November, 2004)
CA member, S, will undergo stage-3 liver cancer surgery. (Gold Plus member since 
April, 2014)
TX member, L, will have thyroid cancer surgery in Korea. (Gold Plus member since 
October, 2010)

1.CMM shares qualified medical bills up to $150,000 life time limit per illness.

2.Gold Plus and Gold Medi members are eligible for Well-Being Care after 90 
days of participation up to $500 annually. Well-Being Care includes services such 
as doctor office visit, annual physical examination, blood test, urine test, immuni-
zation vaccines, mammogram, and pap smear, osteoporosis, test for prostatic 
cancer, etc.

3.Bills for pregnancy will be eligible for sharing up to $150,000. Both parents must 
participate in the ministry for at least 300 days before the birth in Gold Plus 
program. 

4.Self-discounts will be deducted as the member’s Personal Responsibility. 

5.The medical expense sharing limit for new members during the first year of 
participation is $150,000 per illness. 

6. Burden- sharing needs can be shared up to $100,000 per year- up to $1,000,000 
per related diagnosis.

8.Diabetes or hypertension will be exempt from the general pre-existing condition 
provision. The members has not been hospitalized within a 12 month period prior 
to participation. (First year- $15,000, Second year- additional $10,000, Third year- 
additional $25,000, Fourth year- additional $100,000).

9.Chronic Condition: The illness has been declared cured by a doctor and not 
shown signs/ symptoms or required treatments for one full year and not required 
prescription medication will have limits on the amount of sharing. (Limitation II) 
Second year of participation: $15,000.00, Third year: additional $1,000.00, Forth 
year: additional $25,000.00, Fifth year: $100,000.00.
Acute Condition: Medical records are required. 

10.If a physician has advised the member to have surgery, a second opinion is 
required from a third-party physician. 

11. Needs must be submitted to CMM within 6 months.

12.Submitted needs will not be shared regardless of the date of incident as a 
result of membership cancellation or termination (with the exception of death).

HOW TO SUBMIT THE MEDICAL BILLS

지원이 결정된 미납 의료비는 CMM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개인이 의료비를 모두 선불했을 경우에는, 청구서 잔액이 ‘$0.00’이라 기재된 
서류 혹은 지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처방약의 경우, 약국 이름, 구입 일자, 환자 이름, 약 이름, 가격, 처방한 의사 이름 
등이 표기된 영수증을 보내야 합니다(약 봉투에 붙어 있는 라벨).

치료 후, 회원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Needs Processing Form을 작성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내역서(Itemized Bill)와 영수증 원본을 첨부해 CMM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치료비 지불의 확인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질병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할 경우, 4-5일 전에 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 
Member Service Department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요령 
및 의료비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HARING BURDEN OF MEDICAL COSTS

Due to technical difficulties, your calls may have been briefly interrupted this past week.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may have caused our members.  In addi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hile holding when we experience high call volumes.  For faster 
service, please e-mail your questions and requests to info@cmmlogos.org.  We will respond 
to your e-mail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received.  Please know, our team is here for you 
and we are dedicated to providing you with high quality customer service.

Announcements

Special Prayer Requests

In observance of Good Friday, our office will close at 12:00 p.m. (CST).  We will re-open on 
Monday, March 28, 2016 at 9:00 a.m. (CST). May you and your family be blessed during this Easter 
holiday season as we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our glorious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