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DA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FIDA 는 Medicare 와 Medicaid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인을 위한 뉴욕 주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FIDA 로, 현재 받고 계시는 혜택과 더불어 추가 

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관리형 치료 플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i 병원 치료 및 재택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는 

Medicare Part A 
i 응급실 방문, 의사 방문, 휠체어를 포함하는 

Medicare Part B 
i Medicare Part D 처방약 

i 재택 치료나 요양원 서비스,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 

및 일부 처방약을 포함하는Medicaid 

원하시는 의사를 포함하는 FIDA 플랜을 선택하고 

거기에 더해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모든 진료와 의약품에 대해 하나의 카드 

i 플랜 보험료, 공제액이나 공동 부담금 없음 

질문 있으신가요? FIDA Fully Integrated New York Medicaid Choice (NYMC) 
전화: 1-855-600-FIDA (3432) Duals Advantage 
TTY: 1-888-329-154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 

MEDICARE 및 MEDICAID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온라인: nymedicaidchoice.com  


FIDA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 

1-800 Medicare 
전화: 1-800-633-4227 
TTY:  1-877-486-2048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Medicare.gov
 

Independent Consumer Advocacy Network (ICAN)
 
FIDA 참여자 옴부즈맨 


전화: 1-844-614-8800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온라인: icannys.org
 

NEW YORK 

HEALTH
state department of 

Medicare 와 Medicaid 
가 있는 성인을 위한FIDA 프로그램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와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의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치료 선택 

FIDA Brochure-K-1114 

http:icannys.org
http:Medicare.gov
http:nymedicaidchoice.com


     

 

 
 
 
 

 
 

 

 

 

 
 
 
 
 
 

 
 
 
 

 

 
 
 
 
 
 
 
 

왜 FIDA 플랜에 가입하나요?


케어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FIDA 플랜 가입자로서, 여러분은 의사, 가사 도우미, 

간병인으로 이루어진 케어팀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회 복지사 등 여러분이 선택하신 

플랜 외부의 사람을 팀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어팀에게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케어팀을 통해 의사 및 기타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병원 약속에 가고,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FIDA 플랜으로, 현재 받지 못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케어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받아, 가능한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DA 플랜은 어떤 서비스를 커버하나요?

FIDA 플랜은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해서 그외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DICAID 장기 치료 서비스 
i 재택 의료 서비스 

간호사

재택 건강 도우미

물리 치료사


i 개인 간병 서비스 
목욕, 옷입기, 장보기 등을 도움 

i 성인 주간 건강보호 서비스 

i 소셜 데이케어 

i 요양원 서비스 

i 전문 건강 관리 
청각 
치과 
검안 어떻게 FID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발병 치료 FIDA 플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전화 상으로
물리 치료 

플랜에 가입하시려면, New York Medicaid Choice. 
i 기타 서비스 

로 전화해주십시오. 상담원이 모든 언어로 도움을집으로 식사 배달

개인 비상대응

병원 약속 교통편


전화: 1-855-600-3432. TTY: 1-888-329-1541.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i 의사 사무실 방문 

i 중환자 치료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i 클리닉 방문, 입원 
i 행동 건강 서비스 
i X-선 및 기타 방사선 서비스 
i 척추 지압 치료 
i Medicare Part D 및 Medicaid약물 혜택 

i 구급차 서비스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FID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나요?

Medicare 와 Medicaid를 가지고 있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재택 치료나 요양원 서비스와 같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말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FIDA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