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본인의 Medicare 온라인 계정을 통해 Medicare 카드
교체 또는 사본 카드 받기
Medicare 온라인 계정을 통해 Medicare 카드 교체나 사본 카드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1단계: 로그인
my.gov.au로 가서 Medicare 연결 서비스를 엽니다. 메인 메뉴에서
‘Replacement or duplicate card’를 선택합니다.

카드 교체 또는 사본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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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카드 교체 또는 사본 카드 요청
카드 교체를 요청하려면 ‘Request replacement card’ 확인란에 표시하고 그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본 카드를 신청하려면 ‘Request duplicate card’ 확인란에 표시하십시오.
‘SUBMIT’를 선택합니다.

카드 교체 요청

분실, 도난, 손상/훼손, 만료

카드 사본 요청

제출

Medicare 온라인 계정으로 여유분의 사본 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Request duplicate card’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분의 사본 카드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십시오.
카드에 두 사람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카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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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카드 요청 제출
‘SUBMIT’를 선택한 후 업데이트 정보와 확인 메시지를 통해 요청 사항이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RETURN TO ONLINE ACCOUNT’를 선택하여 Medicare 온라인 계정 홈페이지로 돌아가세요.

확인 메시지

온라인 계정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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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로그아웃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다른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turn to myGov’를 선택하면 myGov 계정으로 돌아갑니다.

myGov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myGov 계정을 사용한 후에는 ‘Sign out’을 하십시오.

로그아웃

PAGE 4 OF 5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KOREAN

자세한 정보


humanservices.gov.au/onlineguides에 가면 온라인 계정 이용에 관해 영어로 된 안내와
데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정보는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에서 읽고 듣거나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131 202번으로 연락하여 한국어로 Centrelink 보조금과 서비스에 관해 알아보세요.



통번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전화 131 450번에
연락하면 Medicare 및 Child Support 보조금과 서비스에 관해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안내: 호주 국내에서 집전화로 ‘13’ 국번으로 전화하면 어디서든 정액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통화료는 지역별 전화 요금과 전화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전화로 ‘1800’ 국번에
전화하면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공중전화나 휴대폰으로 통화할 경우 시간제 요금이 적용되어
통화료가 더 많이 부과될지도 모릅니다.

책임 면제
본 간행물에 포함된 정보는 보조금과 서비스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하고 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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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 replacement or duplicate Medicare card
using your Medicare online account
Learn how to request a replacement or duplicate Medicare card using your Medicare online
account.

Step 1: Sign in
Go to my.gov.au and open your Medicare linked service. Select ‘Replacement or duplicate card’
from the main menu.

Replacement or duplicat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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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Request the replacement or duplicate card
To request a replacement card check the ‘Request replacement card’ check box and select the
reason.
To request a duplicate card only check the ‘Request duplicate card’ check box.
Select ‘SUBMIT’.

Request replacement card

Lost, stolen,
damaged/destroyed, expired

Request duplicate card

Submit

If you’ve used your Medicare online account to request a duplicate card before, the ‘Request
duplicate card box’ will have a check mark. If you don’t need a duplicate card, you can uncheck
this box.
You can only request a duplicate card if there are two or more people listed on a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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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Submit card request
Your updated details and a confirmation message letting you know your request has been
successful will display after you select ‘SUBMIT’.
Select ‘RETURN TO ONLINE ACCOUNT’ to return to your Medicare online account homepage.

Confirmation message

Return to onlin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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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Signing out
From your homepage you can complete other transactions.
Select ‘Return to myGov’ to go to your myGov account.

Return to myGov

For your privacy and security, ‘Sign out’ when you’ve finished using your myGov account.

Sig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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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go to humanservices.gov.au/onlineguides to view online guides and video
demonstrations about using your online account in English



go to 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where you can read, listen to or watch videos
with information in your language



call 131 202 to speak with us in your language about Centrelink payments and services



call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on 131 450 to speak with us in
your language about Medicare and Child Support payments and services



visit a service centre.

Note: calls from your home phone to ‘13’ numbers from anywhere in Australia are charged at a
fixed rate. That rate may vary from the price of a local call and may also vary between telephone
service providers. Calls to ‘1800’ numbers from your home phone are free. Calls from public and
mobile phones may be timed and charged at a higher rate.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It’s your responsibility to decide if you wish to apply for a payment and to make an application with
regard to you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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