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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대한 HIICAP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역
노인 담당실(또는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상담사와 면담 일정 결정
특정 주제에 대한 발행물 요청
단체 교육 미팅 요청
뉴욕주 거주자만을 위한
문제에 대해 상담
지역 HIICAP 핫라인에 다음으로 문의

1-800-701-0501

(우편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또는 저희 웹사이트 방문

www.aging.ny.gov

일반 정보 문의처

완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이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의료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까?

HIICAP

1-800-Medicare
(1-800-633-4227)

Medicare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medicare.gov에 로그인하십시오
지역 노인 담당실에 연락하려면 다음 번호
를 이용하십시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
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정보가 필요하
시면 뉴욕주 노인 헬프 라인(Senior Citizens’
Help Line)으로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1-800-342-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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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
다.
Andrew M. Cuomo
주지사

Greg Olsen
소장

HIICAP는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
터(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HIICAP는 뉴욕주 노인 담당실(Office for
the Aging)을 통해 뉴욕주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HIICAP는 여러분과
그 가족에게 Medicare 및
기타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HIICAP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이며
공정하게 제공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편하게 무료 전화번
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이 브로셔 뒷면을 참조하십
시오.
의료보험

HIICAP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HIICAP는 다음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Medicare 처방약 혜택(Medicare Part D)과 최선의
플랜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

“Extra Help” 및 Medicare Savings Programs(MSP)를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
약 비용 또는 의료장비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노령자 의약품 보험(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EPIC)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
고 신청
기본 Medicare와 Medicare Advantage 플랜(Health
Maintenance Orgnizations(HM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PPO), Private Fee for Service(PFFS) 및
Special Needs Plans(SNP) 중에서 선택
Medicare 규칙과 의료비 청구서에 대해 이해
잠정적인 Medicare 사기 및 남용 신고

Medicare의 결정 사항, 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타 의료보험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Medicare의 부족분을 보충할 방법 모색
보험금 청구서 접수 및 서류 작성

건강을 지키고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예방 및 선별검사 방문에 대해 이해

요양원 비용 부담 또는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이
해와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