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장소

보험 신청 상담자(Facilitated Enroller)는 뉴욕시 5개 모든 자치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800-544-8269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해 보험 신청 상담자와
논의하세요. 현장 일정 및 시간 관련 정보는 미리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MANHATTAN

Chinatown
27 East Broadway
3rd Floor
646-647-4496
중국어/영어
66 East Broadway
929-270-2179
중국어/영어

Fort Greene
295 Flatbush Avenue
Extension, 3rd Floor
718-312-9115
Albanian/Bosnian/
Serbian/
Macedonian/
터키어/영어

East Harlem
158 E. 115th Street
917-903-4028
스페인어/영어

Sunset Park
462 36th Street
2nd Floor
718-219-4539
중국어/영어

BROOKLYN

4101 8th Avenue
4th Floor
929-270-2179
중국어/영어

1901 First Avenue
3rd Floor
OPD Building
917-903-4028
스페인어/영어

Sheepshead Bay
2555 Ocean Avenue
2nd Floor
646-640-7334
아랍어/영어

Bedford-Stuyvesant
930 Halsey Street
Basement Office 1
646-942-1149
스페인어/영어

5002 8th Avenue
646-899-9025
중국어/영어

BRONX

East Tremont
515 East Tremont
Avenue
347-380-1106
스페인어/영어

QUEENS
Astoria
12-26 31st Avenue
718-312-9114
스페인어/영어
Corona
103-24 Roosevelt
Avenue
3rd Floor
646-632-5285
646-640-7330
스페인어/영어
Elmhurst
79-01 Broadway,
1st Floor
646-899-9027
스페인어/영어

Flushing
133-14 41st Avenue
7th Floor
646-647-5943
중국어/영어
42-60 Main Street
917-246-7965
중국어/영어

Jamaica
90-40 160th Street
646-647-5002
스페인어/영어

Ridgewood
55-05 Myrtle Avenue
3rd Floor
646-584-2855
스페인어/영어

65세 이상이신가요?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나요?
다음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저비용 또는 무료 건강 보험

Medicaid

및 Medicare 절약 프로그램

STATEN ISLAND

Castleton Corners
1698 Victory
Boulevard
646-899-9025
중국어/영어
1385-1387 Bay
Street
646-899-9025
중국어/영어

142-38 37th Avenue,
2A
646-647-5943
중국어/영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1-800-544-8269

Visit healthsolutions.org for more information.

@wearephsny

후원
NYS Department of Health

고령자,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ABD) 인구를 위한 공공 건강
보험 가입 지원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시각장애인이신 경우, Medicaid 및 Medicare
절약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신청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신청 상담자(Facilitated Enrollers)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신청자의 필요사항을
이해합니다. 보험 신청 상담자는 커뮤니티 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오실 수 없는 경우 상담자가 직접 가정 방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 신청
상담자는 신청자에게 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다음에 대해 지원해 드립니다.
•
•

신청서 작성
결정을 위해 HRA에 신청서 제출

•
•

케이스 후속 관리
Medicaid 갱신 지원

다음 3개월 이내에 65세가 되시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Medicare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id 자격 조건으로 Medicare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Medicare 신청 시 무료로 지원을 제공해 드리는 숙련된 Medicare
상담가가 도와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1-800-517-6670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건강 보험 프로그램 보장 내역
다음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

Medicaid: 지역사회 기반 장기 의료 서비스(Community-Based Long Term Care Services)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기반 보장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Medicaid 바이인(Medicaid Buy-In for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MBI-WPD):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Medicaid 건강 보험 보장 구입 기회

Medicaid 초과 소득 프로그램(Medicaid 스펜드 다운): 의료적 빈곤층(Medically Needy)의
적절한 소득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일부 개인에게 보험 혜택 제공
Medicare 절약 프로그램: Medicare 보험료 지불 지원

Medicare: 사회보장국을 통해 신청 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참 사항

사전에 전화로 예약 시간을 정하고 지참 사항을 논의하십시오. 단, 몇 가지 다음 항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edicaid
•
•
•
•
•

고령자,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ABD)으로 고려되는 대상?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6개월 이내 작성된 거주지 주소 증명(예: 임대차 계약서,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 소인이 찍힌
봉투, 운전면허증, 정부 기관 발신 서한)
시민권/체류 신분/신원 증명(예: 미국 여권, 귀화 증명서, 미국 시민권 증명서, 영주권, 고용
허가 카드)
현재 수입 증명(급여 명세서, 회사 레터헤드에 고용주 발신 서한, 실업 수당 증서 서신)
현재 재원 증명(예: 은행 계좌 명세서, 지역 사회 기반 장기 의료 서비스 신청 시 IRA)
시각장애인/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증빙 내역 필수

Medicare 절약 프로그램(MSP)
•
•

MSP 신청 시 필요할 수 있는 상기 서류 참조

Medicare 파트 A 및/또는 Medicare 파트 B가 유효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현재 보험 증명
(Medicare 카드 등)

시각장애인: 뉴욕주 시각장애인협회(NYS Commission for the Blind, NYSCB)에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주정부 Medicaid 장애 심사팀
(State Medicaid Disability Review Team), 또는 지역(NYC에 한함) Medicaid 장애 심사팀
(Medicaid Disability Review Team)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만성적 질병이 있는 경우: 식사, 화장실 이용, 이동, 목욕,
드레싱 등 일상생활에서 최소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신 관련 심각한
장애로 인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기로부터 보호를 위해 상당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나, 주정부 Medicaid 장애 심사팀이 판단한 장애와 유사한 장애 수준을 가진 자

구 Medicaid 카드

새 Medicaid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