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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료 04-20: FMP (Foreign Medical Program, 해외 의료 프로그램) – 외래 

환자 진료 기관 및 사무장을 위한 정보 

2015년 7월 발행 

FMP (Foreign Medical Program) 란? 

FMP는 VA에서 정한 군복무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을 여행하는 미국 퇴역 군인을 

위해 마련된 미국 재향군인회(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의 의료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FMP에 

따라 VA는 군복무 관련 장애 또는 이러한 장애와 관련되어 있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특정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FMP는 콜로라도 주 덴버에 위치한 CBOPC(VA Chief Business Office Purchased Care)에서 운영합니다. 

CBOPC는 퇴역 군인의 등록, 자격 심사, 혜택 승인, 청구서의 처리 및 지급 등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합니다. 모든 

FMP 청구와 문의사항은 직접 CBOPC로 연락해야 합니다. 

FMP와 CHAMPUS/TRICARE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CHAMPUS/TRICARE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FMP에 승인/참가하려면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FMP에는 계약서나 동의서가 없습니다. 

FMP 자격이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역 군인에게는 FMP 혜택 승인서신가 발송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장애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의 진찰 소견서 또는 진단 테스트에 승인이 필요하나요? 

군복무 관련 장애를 치료하는 데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 테스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례 관리 및 의료 이용도 조사가 있나요? 

청구를 하면 해당 의료 서비스가 군복무 관련 장애와 연관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임상적 검토에는 

물리적/직업적/언어적 치료, 가정에서의 치료, 정신 건강/약물 남용, 내구성이 좋은 의료 장비, 입원 환자 전문 

간호 서비스 및 재활 서비스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FMP에는 어떤 약품이 해당되나요?  

처방된 약품이 군복무 관련 장애 또는 이러한 장애와 관련되어 있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를 

치료하는 데 적합하다면 처방전 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모두 해당됩니다. 모든 약품은 

미식약청(F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품이 미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FDA 웹사이트 http://www.fda.gov 의 Drugs@FDA 웹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FMP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FMP에서 약품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약품 이름, 

약품을 처방한 장애, 용량, 사용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구입한 후 외국으로 보낸 약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www.f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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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청구할 때 다음 정보와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 VA Form 10-7959f-2, FMP Claim Cover Sheet (FMP 청구서) 

• 환자의 이름, 우편 주소, 미국 사회보장 번호, VA 파일 번호 

• 의사 이름, 직함, 사무실 주소 및 전화 번호, 사무실 주소와 다를 경우 청구서 발송지 주소 

• 진단 내용 

• 상세한 진료 내역 

• 각 진료 항목별 청구 비용 및 일자 

퇴역 군인은 기타 건강 보험(OHI)을 이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FMP는 군복무 관련 장애 또는 이러한 장애와 관련되어 있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 그리고 38 USC 31장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퇴역 군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퇴역 군인이 OHI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역 군인이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OHI의 혜택을 FMP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FMP는 VA가 심사한 군복무 관련 장애의 치료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우편:  Chief Business Office Purchased Care 
Foreign Medical Program 
PO Box 469061, Denver CO 80246-9061 

• 전화: 303-331-7590, 월요일~금요일, 오전 8:05~오후 6:30 동부 표준시 

• 이메일:  다음 설명에 따라 https://iris.custhelp.com/app/ask 에서 IRIS를 통해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웹사이트:  http://www.va.gov/purchase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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