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으세요?

FIDA-IDD 는 Medicare 및 Medicaid 에 가입되어
있는 지적 발달 장애 성인들을 위한 New York 주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FIDA-IDD로 통합 관리 케어 플랜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혜택 내용:
o 병원 케어 및 홈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는
Medicare Part A
o 응급실 방문, 의사 방문 및 휠 체어를 포함하는
Medicare Part B
o 처방 의약품 Medicare Part D
o 홈 케어,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처방 의약품을
포함하는 Medicaid
FIDA-IDD 플랜을 선택하면:
o 모든 케어와 의약품을 위한 하나의 카드를
받습니다.
o FIDA-IDD에 등록하면 Medicare/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험료, 공제, 공동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FIDA-IDD

Fully Integrated
Duals Advantage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완전 통합 이중 혜택 프로그램)

다른 방법으로 FIDA-IDD 알아보기
1-800 Medicare
전화: 1-800-633-4227
TTY: 1-877-486-2048
하루 24 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전화 가능합니다.
온라인: Medicare.gov
Independent Consumer Advocacy Network
(ICAN)
FIDA-IDD 참가자 옴부즈맨
전화: 1-844-614-8800
TTY: 711
월-금: 8:30 am – 8:00 pm
온라인: icannys.org
이 브로셔는 CD와 점차책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Department Office of
Office of Alcoholism and
Mental Health Substance Abuse Services
of Health
FIDA-IDD 프로그램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와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공동 파트너쉽 프로그램입니다.

FIDA-IDD BRO K 0216

FIDA-IDD Plan Program이란?

New York Medicaid Choice (NYMC)
전화: 1-844-FIDA IDD (1-844-343-2433)
TTY: 1-888-329-1541
월-금: 8:30 am – 8:00 pm
토: 10:00 am – 6:00 pm
온라인: nymedicaidchoice.com

MEDICARE 및 MEDICAID

왜 FIDA-IDD플랜에 가입하나요?
케어 팀의 완벽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FIDA-IDD 플랜 회원으로 부문간 파트너 팀 (IDT)
이라 불리우는 자신의 담당 캐어 매니저와 케어 팀을
갖게 됩니다.
IDT는 귀하 자신, 담당 케어 매니저,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발달 장애인을 위한 오피스) 의 주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팀에 귀하가 원하시는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IDT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나요?
IDT는 의사와 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동 협력하여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고 진료
예약에 가고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FIDA-IDD 플랜으로 귀하의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한 유지하기 위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IDT의
완벽한 지원을 받습니다.

FIDA-IDD 플랜에는 어떠한 서비스가
포함되나요?
주요 서비스 내용:
MEDICAID 장기 서비스
o 가정 건강 서비스
간호사
가정 건강 조무사
o 개인 케어
목욕, 옷 입기, 식료품 쇼핑 도움
o 특별 건강
청력
치과
검안
발병 치료
물리 치료
o 기타 서비스
개인 응급 응답
의료 예약 운송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o 현재 받고 있는 OPWDD 면제 서비스
o 의사 진찰
o 특별 케어
o 클리닉 방문, 입원
o 행동 건강 서비스
o X 레이 및 방사선과 서비스
o 척추 지압 치료
o Medicare Part D 및 Medicaid 마약 관련 혜택
o 구급차 서비스

누가 FIDA-IDD 플랜에 가입할 수
있나요?
o Medicare 및 Medicaid에 가입되어 있는 지적
발달 장애의 21세 이상 성인.
o Intermediate Care Facility (ICF-IID, 중급 케어
시설) 케어 레벨의 자격이 있거나, 1915(c)
OPWDD (발달장애인을 위한 오피스) 종합
면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어떻게 FIDA-IDD 플랜에 가입하나요?
전화로 FIDA-IDD 플랜이나 플랜 가입을 위해
질문이 있으시면 New York Medicaid Choice
로 연락하세요. 상담원들이 해당 언어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화: 1-844-FIDA IDD (1-844-343-2433)
TTY: 1-888-329-1541.
월-금: 8:30 am – 8:00 pm
토: 10:00 am – 6:00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