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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er Outreach Series, 2014 년 12 월
2015 메디케이드 뉴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FIDA (파이다: Fully Integrated Dual Advantage Plan” (FIDA
plan)라는 새로운 형식의 건강보험에 대한 편지를 뉴욕주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 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족의 건강보험이 2015 년에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 아일랜드에 사시는 분들 중,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복수수혜자로서 MLTC (Managed Long Term Care plans, 장기간호 건강관리보험)
또는 MAP (Medicaid Advantage Plus plans,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 플러스 보험)을 통해 장기
간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뉴스레터는 여러분 가족들이 FIDA 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쓰여졌습니다.
뉴욕주 메이케이드 관련한 소식을 계속 해서 받으시려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요:
ny-medicaid-caregivers+subscribe@googlegroups.com
이 뉴스레터는 다음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FIDA 보험, 보험의 특징과 영향
 원하지 않으실 경우, FIDA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법
 원하실 경우, FIDA 보험을 고르는 방법

MLTC 보험이 무엇인가요?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아나요?
MLTC 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카드와 함께, 뉴욕주 혜택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시에 있는 25 개 MLTC 보험 중 7 개의 사진입니다. 전체 목록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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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부터 뉴욕주에 거주하는 성인 중 다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MLTC 보험(Managed
Long Term Care plans, 장기간호

건강관리플랜) 이나 MAP (Medicaid
Advantage Plus plans,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 플러스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자가 제공하는 보험 역시 메디케어의
추가 보험 역할을 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최소
두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추가 보험이 있다면,
3 장의 카드).

Medicare (메디케어)
Medicaid (메디케이드)
Long term care services
(장기간호서비스)

MLTC 보험은 홈케어, 데이케어, 치과진료,
안경/검안, 의료와 관련한 교통, 의료용품,
보청기 등의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LTC 보험은 외래진료, 의료검사, 입원 치료,
처방약 등의 메디케어 관련 혜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Medicare 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일반적으로,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는 첫번째 방법은 정부로 부터
받는 것 입니다. 방법을 “오리지날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처방약 보험을 가져야 하는데, 이
처방약 보험은 메디케어 파트 D 를 개별적인
보험을 통해 받습니다.
이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추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메디캡 (Medigap)이라는 보험인데, 사설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의료보험은 이전의 근무한
회사에서 제공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디케어를 받는 두번째 방법은, 사설
보험회사를 통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 Medicare Advantage plan)입니다. 이러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은 메디갭과 같은
추가보험을 가질 수 없지만,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에는 최소
90 개 이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시의 목적일 뿐,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mblemHealth High Option VIP

Medicare Advantage w/MedicareRx
John Doe
Member ID: 123456ABC
카드를 보고도,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지
아닌지 알기 어려우시다면, 보통 카드에 있는
보험회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메디케어
보험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메디케어
(1-800-Medicare)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어떻게 받는지와 상관없이, MLTC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추가로 2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즉, 메디케이드 혜택 카드와,

회사들이 MLTC 와 MAP 보험 상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십시오.

MLTC 와 MAP 보험가입자들의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MLTC 보험 카드, 총 5 개가 됩니다!

MAP 보험은 어떤건가요?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
플러스 (Medicaid Advantage
Plus:MAP plans)” 보험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과 함께 장기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MAP 보험은, MLTC
보험과는 달리 외래진료,
병원, 검진, 처방약을
포함합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MAP 보험은 FIDA
보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FIDA 보험은 MAP
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특징들을 갖습니다.

(다음은

예시의 목적일 뿐, 특정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욕주 건강국 혹은 그 대행단체인 뉴욕
메디케이드 초이스로 부터 새로운 FIDA
보험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으실 것 입니다.
FIDA 는 뉴욕 다운스테이트
2014 년 12 월 부터 우편물을
뉴욕의 다음 두 지역에만
주의깊게 보십시오.
해당이 됩니다.
1) 뉴욕시와

만일 뉴욕주 건강국이나

2) Westchester 와 Suffolk

뉴욕 메디케이드 초이스의

카운티

공지에 답변하지 않으면,
FIDA 는 보험에 본인 부담금인
코페이와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가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Medicaid
이것을 “수동적
기준을 넘어서 “excess
income”이나 “spend등록”이라고 합니다.
down”을 통해 Medicaid 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부담금이 유지됩니다.

자동으로 FIDA 보험에

FIDA 는 22 개의 보험회사가 있는데, 모두
Medicare Advantage 보험, 처방약,

HealthFirst Assured Care
Medicaid Advantage Plus
(Dual HMO SNP)
John Doe
Member ID: 123456ABC

주의: MAP 카드는 MAP 보험이라고 명시하는
대신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니즈 보험 (Special Needs Plan:
SNP)란 뜻으로“Dual-SNP”라고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모든 Medicare, Medicaid
보험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자는
하나의 보험을 통해 (카드도 한장)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의료진 네트워크와 포함하는 처방약 명단을
갖습니다. (다음은 예시의 목적일 뿐, 특정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뒤의 FIDA 보험회사 명단을 참고하십시오.)

Healthfirst AbsoluteCare FIDA Plan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장기간호 보험 가입자
중 단 5%만이 MAP 보험가입자이며, 나머지는
MLTC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Nassau 카운티,

많은

-

(Medicare Medicaid Plan)

John Doe
Member ID: 123456ABC

어떤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되나요?
뉴욕주 건강국과 뉴욕 Medicaid 초이스에서
한달에 하나씩 4 달에 걸쳐 공문을 보내게 될
것 입니다. 언제 이 공문을 받는지는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뉴욕시와 Nassau
카운티에 사시는 경우, Medicaid 갱신 기한에
따라, 그리고 SSI 를 받으시는 분은, 생일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2014 년
12 월부터 메일을 주의깊게 보십시오.
만약 이 공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탈퇴(Opt-out)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FIDA 보험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수동적 등록” 이라고 합니다.

뉴욕시와 Nassau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중에
'탈퇴(opt-out)'하거나 FIDA 보험을 고르지
않으시면 2015 년 4 월 1 일부터 3 달동안
자동적으로 '수동 등록'되게 됩니다.
웨스트체스터와 Suffolk 카운티의 수동
등록은 2015 년 7 월 이후 시작됩니다.
만약 FIDA 보험을 원하시면, 수동등록 날짜
이전에 가입이 되며 다음달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예. 2 월 10 일 가입시, 3 월
1 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외는 없나요?

이것을

첫째, 자발적으로 FIDA 에 등록하기를 권하는
공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장의
공문이 수동적으로 등록되기 90 일 전, 60 일
전, 그리고 30 일 전에 발송됩니다. FIDA
보험을 가진 회사에서는 전화로 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람이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관련 질병을 갖고

FIDA 수동가입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edicaid 보조 주택에 사시는 분들
Hospice 를 받으시는 분들
발달장애프로그램(Offi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
가입이 된 분들
트라우마적 뇌 손상이 된 분들

있다면 가족분들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가 불편한 분들은 가족분들이
도와주십시오.

FIDA 시행 관련 스케쥴과 우편물 주의 깊게 봐야할 시기

공문 사안

뉴욕시와 Nassau 카운티

웨스트체스터와 Suffolk 카운티

공고

2014 년 12 월 1 일

2015 년 3 월 1 일

90 일 공문

2015 년 1 월 1 일

2015 년 4 월 1 일

60 일 공문

2015 년 2 월 1 일

2015 년 5 월 1 일

30 일 공문
탈퇴하지 않을시
가입되는 날짜

2015 년 3 월 1 일

2015 년 6 월 1 일

2015 년 4 월 1 일

2015 년 7 월 1 일

FIDA 에 대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FIDA 도 해지했을때, Medicaid 와 Medigap 을
다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한된 의료진 네트워크. 관리형 보험에
가입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FIDA 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리지날 Medicare 를 갖고 있을 때와 달리,
의료진이 제한되어 있는다는 사실에 익숙하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자 제공 보험을 갖고 있는 개인과
부양가족에 미치는 영향. 은퇴시 받은
보험이 있는 개인들은 FIDA 수동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FIDA 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혜택으로 건강보험이 있고, 같이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FIDA 가입은
그 부양가족에게는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FIDA 보험은 처음 90 일 동안만 모든
의료진을 커버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의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진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FIDA 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만나고 계신 의료진들이 보험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한된 처방약 커버리지. 보험회사에
커버해주는 처방약들이 보험의 커버지리에
의해 제한되게 됩니다. FIDA 보험은 가입 후
첫 90 일 동안만 모든 약을 커버합니다.
90 일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정한 처방약
커버리지에 포함되는 처방약들만 커버가
됩니다. FIDA 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험의
처방약 커버리지와 본인 드시는 약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갭(Medigap) 가입 해지. 만약 Medgap
보험과 Medicaid 를 둘 다 가지고 계신다면,
이는 Medicaid 등록이전에 Medigap 을
등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Medicaid 가지신 분들은 Medigap 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FIDA 에 가입을 하신다면 Medigap 의
커버리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이는
FIDA 가 모든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edigap 를 해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digap 을 해지하고

위험부담은 은퇴혜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은퇴혜택보험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FIDA 가입시 혜택은 무엇입니까?
본인 부담인 코페이(copayments)와
디덕터블(deductibles)이 없습니다. FIDA 는
처방약보험을 보함해서, 개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은, 보통
국민연금 (Social Security)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Medicare Part B 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Medicaid
기준을 넘어서 “excess income”이나
“spend-down”을 (널싱홈의 경우, NAMI)통해
Medicaid 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부담금이 유지됩니다
합동치료팀 (Interdisciplinary teams, IDT).
FIDA 보험의 환자관리계획은 합동치료팀
(IDT)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치료팀은 환자, 환자가 선택한 대리인,
만나는 의사들, 환자도우미, 그리고
FIDA 보험의 케어팀이 포함됩니다. FIDA 의
환자관리계획은 합동치료팀이외에는 바꿀 수
없으며, 환자, 환자대리인 또는 진료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해지. FIDA
보험은 아무때나 해지하고 본래 오리지날
Medicare, Medicare Advantage 와 Medicaid

옴부즈맨 프로그램. 뉴욕주는 FIDA
소비자들을 위하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지한 후 그 바로 돌아오는 달 또는 그 다음
달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장기요양보험 (MLTC plans)과
FIDA 탈되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통합된 이의제기 과정. 뉴욕주는
FIDA 보험을 위한 통합된 체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서비스 축소, 서비스 중단 또는
거부와 같은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은 서비스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이 보일 것 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모든 이의제기과정이 Medicare
서비스이든 Medicaid 서비스이든 상관없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이 Medicare 그리고
Medicaid 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처방약 커버리지인 파트
디(Part D)는 거의 모든 부분이 전과
같습니다.
기존서비스 유지(Aid continuing). 만약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공지로부터 10 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존 서비스 유지 (Aid
continuing)"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이 날때까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할때만 가능합니다.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의제기. FIDA
보험은 4 가지 단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서비스는 처음 세단계에서
요청하셨을시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단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ICAN” FIDA OMBUDS 1-844-614-8800
http://icannys.org

FIDA 로 바꾸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정부의 공지서를 받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FIDA 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FIDA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시에
수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FIDA 에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탈퇴 (Opt out)하셔야
합니다. 탈퇴 (Opt out)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이 바뀌지 않습니다. 탈퇴를 한
분들은 MLTC 장기간호보험이든 MAP 이든
기존의 건강보험이 유지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을 통해
현재 의료진을 만나고 처방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공문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발송된 후에 다음의 NY Medicaid Choice 로
전화를 걸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1-855-600-FIDA (3432)
TTY: 1-888-329-154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시 - 오후 8 시

(1)보험
(2)뉴욕주 통합 공판관
(3)Medicare 심의단
(4)연방법원

토요일:
오전 10:00 시 - 오후 6 시

FIDA 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을 고르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장기간호보험 (MLTC)을 갖고 계신분들 중
FIDA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맞는 보험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면,
FIDA 보험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뉴욕
주정부는 자동으로 FIDA 보험에 가입시킬 것
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환자도우미
서비스 회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장기요양보험(MLTC)나 MAP
보험과 관련이 있는 FIDA
보험으로 가입이 되게 될 것
입니다.

FIDA 보험을 어떻게
고르나요?

MLTC 보험과 같은 회사에서 운영된다고, 현재
의료진들을 만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이 의사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FIDA 보험이 아닌
Medicare 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FIDA 보험의 의료진 네트워크와
처방약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FIDA 가입시기에 널싱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FIDA 보험이 본인의 MLTC
보험과 같은 회사에서
운영된다고, 만나고 있는

이 질문의 대답은 환자가
널싱홈에 장기 거주자인지,
2015 년에 처음으로 가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진들을 만나는데

환자가 널싱홈에 Medicaid 를
이용해 2015 년 1 월 1 일
단정짓지 마십시오. – 이
이전에, 영구 거주하고
비교하십시오! 22 개의
있다면 FIDA 보험에 가입할
의사들은 Medicare 에
FIDA 보험들이 있습니다 (아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함된 서비스이지, MLTC 에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와 장기요양에 대한
단 한번도 포함된 적이
만약 환자가 FIDA 보험에
결정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가입한다면 보험은 환자에게
없습니다.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널싱홈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
FIDA 보험은 소비자를 위해
없으며, 환자는 수동으로
간단하고, 코페이나 프리미엄과 같은 환자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 같이, 특정 좋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5 년 1 월 1 일 이후에, 널싱홈 영주거주가
모든 FIDA 보험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Medicaid 에 의해 결정된 환자의 경우는 8 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환자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FIDA 보험에
가입을 해버리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1 일 이후에 FIDA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DA 보험은 이 환자들 역시 널싱홈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그 널싱홈과

만약 FIDA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공되는 자료를 살피셔서, 의료진, 처방전,
치료안들이 관심이 있는 FIDA 보험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FIDA 보험이 본인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FIDA 보험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MLTC 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거나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안은
연방정부의 방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FIDA 보험 네트워크 밖의 의료진을
만나거나, 보험이 포함하지 않는
처방약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 90 일 (전환기간) 동안 만 현재의
홈케어, 처방약, 그리고 다른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이 것은 모든 FIDA 보험에
적용되며, 이 기간동안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진과 보험이 원래 포함하지 않은
약들도 커버가 됩니다.
이 전환기간 동안의 혜택은, 수동적으로
가입이 되었던지 자발적으로 가입했던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첫 90 일이 지나면, FIDA 보험은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진이나 원래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와 FIDA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
90 일이 지나기 전에, FIDA 보험은 환자를
검사를 해야하며, 만약 홈케어 시간이나 다른
서비스를 단축할 경우,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할 권한이 있지만,
FIDA 보험은 네트워크 이외의 서비스는
커버하지 않을 것 입니다.
FIDA 보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해지가 어떤 상황이나 가능합니다.
만약 FIDA 보험 가입으로 인해 원하는 의사를
못만나게 된다며, 탈퇴를 하던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의료진을 이 90 일 전환기간동안 다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네트워크 밖의
의료진을 이용할 시 본인 부담의 의료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의료진
네트워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FIDA 에 가입하고 난 후에는, FIDA 탈퇴
후에도 메디캡이나 은퇴건강보험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FIDA 를 검토하나요?
건강보험을 검토하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건강보험을 갖고 계신지 알아두십시오. 현재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특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주의하여 알아두십시오. (위에 설명한,
"고용자 제공 보험을 갖고 있는 개인과
부양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십시오.)
처방전과 의료진을 검토하십시오. 90 일
전환기간 이후, FIDA 보험은 네트워크 밖의
의료진이나 원래 포함하지 않은 약들은
커버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FIDA 보험을
고를 때, 자주 만나지 않는 의사들까지
검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의 의료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돌볼 경우, 원활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홈케어와 의료관련해서 도와드리고, 다른
사람은 재정관련해서 도와드리는 경우와 같이,
여러 가족들이 함께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경우, 정부 공문들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공문들이 광고종이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할 경우에 그
대가가 큰 수 있습니다.
FIDA 에 대한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가입해지를 원하시면 NY Medicaid Choice 로
연락하십시오: 1-855-600-3432
http://www.nymedicaidchoice.com
시민단체의 도움을 원하시면, ICAN FIDA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 연락하십시오:1-844614-8800, http://icannys.org/

장기보험 - FIDA 보험 - 어떤 회사들이 FIDA 플랜을 제공하나요?
Offering MLTC and/or MAP Plans in…
COMPANIES
NYC* Nassau Suffolk Westchester
FIDA PLAN?
AETNA BETTER HEALTH
AGEWELL NEW YORK (PARKER
JEWISH)
ALPHACARE MLTC
(MAGELLAN)
AMERIGROUP/HEALTHPLUS

x

x

x

x

x

x

x

x

CENTERLIGHT
CENTERS PLAN FOR HEALTHY
LIVING
ELDERSERVE

x

EXTENDED
FIDELIS/NYS CATHOLIC
HEALTH PLAN
GUILDNET
SENIOR HEALTH
PARTNERS/HEALTHFIRST
COMPLETECARE
HHH CHOICES
HOMEFIRST (ELDERPLAN)
INDEPENDENCE CARE
SYSTEMS
INTEGRA (PERSONAL TOUCH)
METROPLUS

x
x

x

ARCHCARE COMMUNITY LIFE

EMBLEMHEALTH (HIP)

AETNA BETTER HEALTH FIDA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MONTEFIORE HMO
NORTH SHORE-LIJ HEALTH
PLAN
SENIOR WHOLE HEALTH
UNITED HEALTHCARE

x

VILLAGE CARE MAX
VNS CHOICE/ CHOICE PLUS
WELLCARE

x
x
x

ALPHACARE SIGNATURE FIDA
HEALTHPLUS AMERIGROUP
FIDA
ARCHCARE COMMUNITY
ADVANTAGE FIDA
CENTERLIGHT HEALTHCARE
FIDA
FIDA CARE COMPLETE

x
x

x
x
x

AGEWELL NEW YORK FIDA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RIVERSPRING FIDA
EMBLEMHEALTH DUAL
ASSURANCE FIDA
NOT OFFERED**
FIDELIS CARE FIDA
GUILDNETGOLD PLUS FIDA
HEALTHFIRST ABSOLUTECARE
FIDA
NOT OFFERED**
ELDERPLAN FIDA TOTAL CARE
ICS COMMUNITY CARE PLUS
FIDA MMP
INTEGRA FIDA
METROPLUS FIDA
MONTEFIORE EMERALD CARE
FIDA PLAN
NORTH SHORE-LIJ FIDA
LIVEWELL
SWH WHOLE HEALTH FIDA
NOT OFFERED**
VILLAGECAREMAX FULL
ADVANTAGE FIDA PLAN
VNSNY CHOICE FIDA COMPLETE
WELLCARE ADVOCATE
COMPLETE FIDA

*

NYC 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모든 보로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FIDA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의 MLTC 나 MAP 보험의 환자의 경우, 수동등록기간 동안 어떤
FIDA 보험에 등록될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