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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Advantage 
처방약
플랜 

언어가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歡迎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Bienvenido   Benvenuto    
Alo é Byenveni

수신자 부담 전화 1.866.586.8044
TTY/TDD 1.800.662.1220
중국어 1.855.833.1200

info@agewellnewyork.com

뉴욕 시민들을 위한 
건강 플랜 옵션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브루클린 브릿지, 그리고 타임 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욕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 
있는 AgeWell New York 건강 플랜은 
귀하에게 꼭 맞는 Medicare 보장으로 
뉴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귀하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AgeWell New York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지역사회의 의사, 병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

-  건강 관리와 예방 서비스.

-  모든 기존의 Medicare 혜택. (파트 A 및 B)

- 완전한 처방약 보장. (파트 D)

- 피트니스 프로그램
- 치과, 안과, 청력, OTC 외.

1.866.586.8044 
agewellnewyork.com

Medicare 가입자와 Medicare 
및 Medicaid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건강  
플랜 옵션

AgeWell New York과 함께 
하는 삶을 그려보세요.
뉴욕에서 멋있게 나이들어 
가는 방법

이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여러
분을 위해 AgeWell New York 이 건강
관리를 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AgeWell New York Medicare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 

주소 

도시 

주   NY 우편번호 

전화 번호 

통화 선호 시간 
사용 언어¨ 영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러시아어   ¨ 한국어

기타

날짜 

에이전트 이름   

NPN #

이 카드를�제출함으로써,�귀하는�공인�대리인�또는
면허가�있는�보험�에어전트가�귀하에게�연락하여
Medicare Advantage�플랜에�관한�추가�정보를�제공하는
것에�동의하시는�것입니다.

agewellnewyork.com 
수신자 부담 전화  
866.586.8044

AgeWell New York, LLC is a HMO plan with a Medicare and 
Medicaid contract. Enrollment in AgeWell New York, LLC 
depends on contract renewal. This information is not a 
complete description of benefits. Call 1-866-586-8044 
(TTY: 1-800-662-1220) for more information. ATTENTION 
If you do not speak 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free of charge, are available to you.Call 1-866-586-8044 
(TTY: 1-800-662-1220). ATENCIÓN: si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lingüística.  Llame al 1- 866-586-8044 (TTY: 
1-800-662-1220). Assistance services for other languages 
are also available free of charge at the number above. 
AgeWell New York complies with applicable Federal civil 
rights laws and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s, color,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or sex. 
AgeWell New York cumple con las leyes federales de 
derechos civiles aplicables y no discrimina por motivos de 
raza, color, nacionalidad, edad, discapacidad o sexo. 
Hours are 7 days a week from 8:00 am to 8:00 pm. Note: 
From April 1 to September 30, we may use alternate 
technologies on Weekends and Feder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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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LiveWell (HMO) PlanWell (HMO) FeelWell(HMO D-SNP) 
이중의 특수 요구 플랜

CareWell(HMO I-SNP) 
기관 특수 요구 플랜

가입 자격 Medicare
파트 A 및 B 가입자인 경우

Medicare
파트 A 및 B 가입자인 경우

Medicare 파트 A 및 B, 종합 
Medicaid 가입자, SLMB Plus, QMB 
Plus 또는 QMB만 해당.

Medicare 파트 A 및 B 가입자이고 
AgeWell New York CareWell 계약 간호 
시설에서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
는 경우.

플랜 보장 Medicare 파트 A, B,
및 D 서비스, 그리고
추가 혜택.

Medicare 파트 A, B,
및 D 서비스, 그리고
추가 혜택.

Medicare 파트 A, B  
및 D 서비스와  
추가 혜택

Medicare 파트 A, B  
및 D 서비스와  
추가 혜택

약 보장 예 예 예 예

눈 검사/안경류 예/선택적 혜택 예 예 예 

치과 예/선택적 혜택 - 예방 및 
종합

예/선택적 혜택 - 예방 및 
종합

종합 예방 및 종합

청력/ 
보청기

예 예 예 예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품목용

카드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예 해당 사항 없음

침술 예 예 예 해당 사항 없음

보상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예 예 예 예

피트니스 프로그램 예 예 예 해당 사항 없음

선별 검사 및 예방접종 예 예 예 예

개인 케어 매니저 또는 
네비게이터 서비스 

의료 혜택 이용에 도움을 
드리는 개인 네비게이터

의료 혜택 이용에 도움을 
드리는 개인 네비게이터

혜택을 조율하는 케어 매니저 치료 관리와 혜택을  
조율하는 개업 간호사 및 면허를 
가진 임상 사회복지사

AgeWell New York 건강 플랜

AgeWell New York 건강 플랜은 여러분에게 
꼭 맞고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의료 보장 선택에서 융통성
을 제공합니다. 플랜의 옵션은 Medicare 가
입자와 Medicare 및 Medicaid를 동시에 가
지고 계시고 New York (Manhattan), Bronx, 
Queens, Kings (Brooklyn), Nassau, Suffolk 또는 
Westchester 카운티를 포함한 뉴욕 메트로
폴리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을 New York (Manhattan), Bronx, Queens, Kings (Brooklyn), Nassau, Westchester 카운
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areWell을 Suffolk 카운티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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