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비디오 대본
Medicare 카드를 이용하여 Medicare 를 myGov 계정에 링크하는
방법
귀하는 지금 myGov 계정으로 로그인하셨습니다. 스크롤다운하여 Link your first service 를
선택하십시오.
서비스 목록에서 Medicare 를 선택하십시오.
myGov 에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하도록 요청될 것입니다. 계속하시려면
I agree 를 선택하십시오.
Medicare 에 연결하기 위해 가능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Medicare 카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보입니다. I’m listed on a Medicare card 를 선택하고 나서 Next 를
선택하십시오.
Medicare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individual reference number 를 입력하십시오. 이는 Medicare
카드의 본인 이름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름과 출생일 그리고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 Next 를 선택하십시오.
귀하는 자신의 myGov 계정에 올바른 정보가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귀하가 이젂에 Medicare 에 제공한 정보에 근거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한 후 Next 를 선택하십시오.
귀하는 이제 본인의 myGov 계정으로 Medicare 를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my.gov.au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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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transcript
How to link Medicare to your myGov account using a Medicare
card.
Now you have signed into your myGov account, scroll down and select Link your first service.
Select Medicare in the list of services.
You will be asked to agree to myGov stor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Select I agree to continue.
There are a few options available to link Medicare. This video shows how to link using a Medicare
card. Select I’m listed on a Medicare card, then select Next.
Enter your Medicare card number followed by your individual reference number, which is the
number before your name on your Medicare card.
Fill in your personal details, including name, date of birth and address, then select Next.
You will be asked questions to make sure we link the correct record to your myGov account. The
questions are based on information you have provided Medicare in the past.
Once you have answered all the questions, select Next.
You have now successfully linked Medicare to your myGov accou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m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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