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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통화 시간 

사용하는 언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기타 

이 카드를 반환함으로써 귀하는 위임 대리인 
또는 라이선스가 있는 보험 대리인이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agewellnewyork.com 
수신자 부담  866.586.8044 

자격 및 가입 정보는 AgeWell New York
에 문의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1-866-586-8044 
TTY/TDD: 1-800-662-1220 

귀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1.866.586.8044 
TTY/TDD 1.800.662.1220

info@agewellnewyork.com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은 
문제가 이닙니다.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과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여러 언어로 서면 
자료가 제공됩니다. 무료로 구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원하는 언어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歡迎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Bienvenido Benvenuto
Alo é Byenveni 

가끔 치료받고, 
자주 완화하고 
항상 케어하십시오.

1.866.586.8044 
agewellnewyork.com 

예 완화 케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름 

주소 

시 

주 NY 우편번호 

전화번호 

AgeWell New York의 Medicare Advantage 처방약 
플랜, Medicare-Medicaid 플랜 및 Managed Long 
Term Care Plan은 Westchester, Bronx, New York 
(Manhattan), Queens, Kings (Brooklyn), Nassau, 
Suffolk 카운티를 포함한 뉴욕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Medicare 가입자와 Medicaid 가입자 
및 Medicare/Medicaid 동시 가입자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보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완화 케어 

교육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완화 케어가 내게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하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귀하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병에 
적합합니다. 계속 치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이 완화 케어를 보장하나요?  
귀하의 케어 매니저와 보장 옵션에 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목록에 
AgeWell New Yor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완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팀은 통증과 불편함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완화 케어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화 케어 또는 호스피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담당 의사나 AgeWell New York 케어 
매니저 또는 내비게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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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케어

통증 및  
증상  관리

사전 
지시서

커뮤니케 
이션 개선

케어의 목표

어려운  결정

완화 케어란 무엇인가요? 
완화 케어는 중증,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돌보고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목표는 환자와 
그 가족이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화 케어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환자는 만성 질환에 대해 
계속 치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진단 및/또는 치료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케어, 계획 및 치료 옵션의 목표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습니다. 

•  다방면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케어 계획 
옵션을 선별합니다. 팀원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º  주치의 및 의료 전문가 

º  공인 간호사(RN) 

º  사회 복지사 

º  약사 

º  종교적 케어 

º  언어, 직업 또는 물리 치료사 

º  가족/친구 

º  필요한 경우 다른 건강  
관리 전문가  

완화 케어는 호스피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호스피스 케어는 완화 케어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완화 케어는 예후 또는 기대 수명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의 병에서 치유 또는 
생명 연장 케어와 함께 제공됩니다. 
호스피스는 예후가 6개월 이하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치유 치료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완화 케어는 통증 및 증상 완화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완화 케어는 진료 기관, 환자 및 가족 
간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사전 
지시서를 포함한 사전 케어 계획을 
장려합니다. 

완화 케어 모델
삶의 질은 귀하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성 질환이 귀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나요? 
귀하의 삶과 케어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나요? 완화 케어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귀하와 귀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agewellnewyork.com/health-wellness-education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내 서비스 제공자
당사는 귀하의 지역사회에서 완화 케어 
서비스를 통해 귀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및 
리소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내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assau
Suffolk
Queens
Bronx

Manhattan
Westchester

네트워크 내 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구하려면: 

agewellnewyork.com을 방문하거나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

866-586-8044
TTY/TDD 800-66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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