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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Well(HMO SNP) 은 AgeWell New York, LLC. 가 제공합니다 . 

2021년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
 

귀하는 현재 FeelWell(HMO SNP) 의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플랜의 
비용과 혜택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자료에는 그러한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질문하기: 적용되는 변경 사항

플랜의 혜택 및 비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현재 본인의 보장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내년에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사항이 귀하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줍니까?

• 현재 플랜의 혜택 및 비용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는 1.1절및 1.6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플랜의 처방약 보장에 대한 변경 사항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이 책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귀하의 처방약은 보장됩니까?

• 귀하의 약은 단계가 각각 다르고 비용 분담 수준이 서로 다릅니까?

• 귀하의 약 중 어느 것이든 처방약을 조제 받기 전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새로운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 귀하는 동일한 약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약국 이용의 비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 약 보장의 변경에 대한 정보는 2021년 의약품 목록을 검토하시고 1.6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 귀하의  약  비용이  작년부터  인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한 

방법이  있는지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연례  본인  부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약품  비용에  대한  기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go.medicare.gov/drugprices 를  방문해주십시오. 이  대시보드에는  어느  제조회사가 

가격을  인상했는지  표시되어  있고  그  밖에  매년  약값  정보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약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변경될지는  귀하의  플랜  혜택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OMB Approval 0938-1051 (Expires: December 31, 2021) 

https://go.medicare.gov/drugprices


             

 

          

       

        

         

          

  

     

           

       

       

 

    

         

           

 

     

        

  

           

          

   

          

 

        

  

          

         

 

 담당 의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약국이 내년에 네트워크 소속이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전문의를 포함한 담당 의사는 저희 네트워크 소속입니까?

• 이용하시는 병원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습니까?

• 서비스 제공자 명부에 대한 정보는 1.3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귀하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처방약의 본인 부담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험료와 공제액에 얼마를 쓰게 됩니까?

• 다른 Medicare 보장 옵션과 비교할 때 귀하의 플랜 총 비용은 어떠합니까?

 당사의 플랜에 만족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2. 비교하기:  선택  가능한  다른  플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귀하의 지역 플랜의 보장과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 www.medicare.gov/plan-compare  웹사이트에서  Medicare  플랜  검색기의  맞춤형  검색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Medicare & You 안내서 뒷면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 가입자의 선택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플랜의 선택 범위가 좁혀지면 플랜의 웹사이트에서 비용과 보장을 
확인하십시오. 

3. 선택하기: 플랜을 변경하고 싶은지를 결정하십시오

• 2020년 12월 7일까지 다른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FeelWell(HMO SNP) 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 귀하의 요구에 더 잘 맞는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시려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절,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 가입하기: 플랜을 변경하시려면 2020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에
가입하십시오

• 2020년 12월 7일까지 다른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FeelWell(HMO SNP) 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 2020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다른 플랜에 가입하시면, 귀하의 새로운
보장은 2021년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귀하는 현재 플랜에서 자동으로 가입이
해지됩니다.

http://www.medicare.gov/plan-compare


   

      

      

        

    

         

    

 

           

 

         

            

        

         

    

 

   

     

        

 

       

      

  

 

 

 

 

기타 정보 자료 

• 이 문서는 다른 언어로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 자세한 정보는 가입자 서비스부에 1-866-237-3210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TTY/TDD 사용자는 1-800-662-1220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업무 시간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주의: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866-237-3210(TTY/TDD: 1-800-662-1220)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ATENCIÓN: si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lingüística. Llame al 1-866-237-3210 (TTY/TDD: 1-800-662-1220).

• 위의 번호로 연락하시면 기타 언어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대형 활자와 같은 다른 형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웹사이트는 문자 크기를 크게 하는 데 사용되고 오디오 스크린 리더 기능을
하는 접근성 개선 장치(위젯)를 제공합니다. 다른 형식, 다른 언어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웹사이트 검색과 위젯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에 기재된
번호로 가입자 서비스부로 전화하십시오.

• 본  플랜에  따른  보장은  Qualifying Health Coverage( 유자격  건강  보장, QHC) 로서 

자격이  주어지며,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의  개인  공동  책임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세청(IRS) 웹  사이트(IRS) www.irs.gov/Affordable-Care-Act/Individuals-and-

Families를  방문해  주십시오 . 

FeelWell(HMO SNP) 소개 

• AgeWell New York, LLC. 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플랜으로서

Medicare 와 계약을 맺고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와

혜택 조정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AgeWell New York, LLC. 가입은 계약 갱신 시
결정됩니다.

• 이 가입자 안내서에 나오는 "저희" 또는 "당사"라는 말은 AgeWell New York,

LLC.를 가리킵니다. "플랜" 또는 "저희 플랜"이라는 말은 FeelWell(HMO SNP) 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H4922_Feel1140_MKO Accepted 08182020 

http://www.irs.gov/Affordable-Care-Act/Individuals-and-Families
http://www.irs.gov/Affordable-Care-Act/Individuals-and-Families


 

 

     

 

   

    

    

   

  

  

 

  

    

   

    

    

   

   

   

 

   

 

1 2021년  FeelWell(HMO  SNP)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  

2021년 중요한 비용에 관한 요약 

아래  표는  FeelWell(HMO SNP) 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2020년과  2021년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변경  사항을  요약한  것임에  유의하십시오.  보장범위  증명의  
사본은  당사의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 에  있습니다. 가입자  서비스부로  
전화하셔서  보장범위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Medicaid 에  
따라  Medicare  비용  분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시면, 공제액, 의사  진료  및  입원  비용으로  
내실  금액은  $0입니다.  

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월  플랜  보험료 *  

*귀하의 보험료는 이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1.1절을 참조하십시오.

$0 $0 

진료실 방문 주치의  방문: 방문당  $0의  
자기부담금  

전문의  방문:  방문당  $0의  
자기부담금  

주치의  방문: 방문당  
$0의  자기부담금  

전문의  방문:  방문당  
$0의  자기부담금  

입원환자  입원  

입원환자 급성, 입원환자 재활, 

장기 요양 병원, 기타 입원환자 
병원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환자 병원 진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정식으로 
입원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퇴원 
전날이 마지막 입원일입니다. 

일당 $0의 자기보험금 일당 $0의 자기보험금 

http://www.agewellnewyork.com


        

 

   

   

 

 

 

2 2021년 FeelWell(HMO SNP)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 

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파트  D 처방약  보장  

(세부  내용은  1.6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추가  지원(Extra  

Help)" 수준에  따라  
아래에  기재된  비용  
분담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추가  
지원(Extra Help)" 

수준에  따라  아래에  
기재된  비용  분담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0 또는  최대  $435  

초기  보장  단계의  
자기부담금:  

처방약  1단계: 처방전당  

$0 또는  최대  $8.95의  

자기부담금  

 

공제액: $0 또는  최대  
$445  

초기  보장  단계의  
자기부담금:  

처방약  1단계: 처방전당  

$0 또는  최대  $9.20의  

자기부담금  
복제약의  

경우(복제약으로  

취급되는  브랜드약  포함):  

처방전당  $0 또는  $1.30 

또는  $3.60의  자기부담금  

복제약의  

경우(복제약으로  

취급되는  브랜드약  

포함):  

처방전당  $0 또는  $1.30 

또는  $3.70의  

자기부담금  

기타  모든  약에  대해:  

처방전당  $0 또는  $3.90 

또는  $8.95의  자기부담금   기타  모든  약에  대해:  

처방전당  $0 또는  $4.00 

또는  $9.20의  

자기부담금  



        

 

   

 

 

3 2021년 FeelWell(HMO SNP)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 

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최대  본인  부담액  

이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서의  
보장  파트  A와  파트  B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세부  내용은  1.2절을  
참조하십시오.)  

$3,400  

보장되는  파트  A 및  파트  
B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본인  부담액을  
납부하기  위해  어떠한  
본인부담액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450  

보장되는  파트  A 및  
파트  B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본인  
부담액을  납부하기  
위해  어떠한  
본인부담액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2021년 FeelWell(HMO SNP)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 

2021년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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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FeelWell(HMO SNP)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 

1절 내년의 혜택 및 비용에 대한 변경 사항 

1.1 절  –  월  보험료의  변경  사항  

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월  보험료   

(Medicaid 가 보장하지 않는 경우 
Medicare 파트 B 보험료를 가입자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0 다가오는 혜택 연도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1.2 절  –  최대  본인부담액의  변경  사항  

Medicare 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자가 연간 지급하는 "본인 부담액"을 모든 건강 
플랜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최대 본인 부담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도달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보장되는 파트 A 및 파트 B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최대 본인 부담액 

가입자들은  Medicaid 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인부담금  
최대  금액에  도달하는  가입자는  극히  
적습니다.  보장되는  파트  A 및  파트  
B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본인  
부담액을  납부하기  위해  어떠한  
본인부담액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비용(자기부담금  등)은  가입자의  
최대  본인  부담액에  포함됩니다.  

플랜  보험료와  처방약  비용은  최대  
본인  부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400 $3,450  

보장되는  파트  A와  
파트  B 서비스에  대해  
$3,4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하시고  
나면, 해당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보장되는  파트  A와  
파트  B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실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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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절  –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의  변경  사항  

내년에는  저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서비스  
제공자  명부는  저희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서비스부에  연락하여  업데이트된  서비스  제공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제공자  
명부를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서비스  제공자  명부를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자(주치의, 전문의,  병원  등)가  네트워크  소속인지  확인하십시오 .  

플랜에 소속된 병원, 의사 및 전문의(서비스 제공자)를 연중에 저희가 변경할 수 있음을 
주지해 주십시오. 서비스 제공자가 플랜을 탈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 의사 또는 전문의가 플랜에서 탈퇴할 경우, 가입자는 아래에 요약한 권리 및 보호 
혜택을 가집니다. 

• 당사의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가 변경될 수 있지만 저희는 가입자가 적격 의사 및 
전문의를 공백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플랜을 탈퇴하기 최소 30일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저희는 귀하의 의료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 가입자는 의학적 치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현재 치료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저희는 가입자와 협력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플랜이 이전의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할 수 있는 적격 서비스 제공자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치료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가입자는 플랜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담당 의사나 전문의가 플랜을 탈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찾고 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절  –  약국  네트워크의  변경  사항  

처방약에 대해 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용하는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Medicare 약 플랜에는 약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처방약은 네트워크 약국에서 조제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내년에는  저희  네트워크  약국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약국  명부는  저희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서비스부에  연락하여  
업데이트된  서비스  제공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약국  명부를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http://www.agewellnewyork.com
http://www.agewellnew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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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약국 명부를 확인하여 네트워크에 어떤 약국이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5 절  –  의료  서비스  혜택  및  비용에  대한  변경  사항  

연례  변경  사항  고지문에  귀하의  Medicare  혜택  및  비용의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년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당사의  보장이  변경됩니다. 아래  정보는  그러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보장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보장범위  
증명의  혜택  차트(보장  내용)  4장을  참조하십시오.  보장범위  증명의  사본은  당사의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  에  있습니다 . 가입자  서비스부로  전화하셔서  보장범위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만성 요통을 위한 침술 
Medicare 보장 서비스 

만성 요통을 위한 침술 
Medicare 보장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방문할  때마다의  
자기부담금은  $0입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침술  혜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장범위  
증명의  4장을  참조해  
주십시오.  

피트니스 프로그램 SilverSneakers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0입니다. 

SilverSneakers 프로그램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http://www.agewellnew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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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보청기 피팅과 평가 가입자는  보청기  착용  및  
평가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0).  

보청기  피팅과  평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자는  보청기  착용  및  
평가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0).   

보청기  피팅과  평가는  4회  
방문으로  제한되고  보청기  
구입  후  1년  이내에  보장이  
됩니다.  

검사실 서비스 검사와  검사실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0입니다.  

유전자  검사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검사실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0입니다.  

유전자  검사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처방 품목(OTC) 3개월마다  처방없이  구입  
가능한  의약품(OTC) 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150의  보조금을(연간  $600)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사용  보조금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달  처방없이  구입  가능한  
의약품(OTC) 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75의  
보조금을(연간  $900)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사용  보조금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치의(PCP) 또는  내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자기부담금은  $0입니다.  

외래  정신  건강, 외래  정신과, 

외래  물질  남용  서비스에  
대해  자기부담금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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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2020년(올해) 2021년(내년) 

교통편 이동시마다  자기부담금이  
$0입니다.  

매년  최대  4회의  편도  이동  

PCP, 전문의  방문에  
대해서는  퇴원  후  2주  이내, 

또는  플랜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동시마다  자기부담금이  
$0입니다.  

매년  최대  8회의  편도  이동  

PCP, 전문의  방문에  
대해서는  퇴원  후  2주  이내, 

또는  플랜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1.6 절  –  파트  D 처방약  보장에  대한  변경  사항  

의약품 목록의 변경 사항 

저희  플랜의  보장되는  의약품  목록은  처방집  또는  "의약품  목록"이라고  합니다. 의약품  
목록  사본은  전자  형식으로  제공됩니다.전체  약  목록을  받으시려면  가입자  서비스부로  
전화하시거나(뒷표지  참조)  당사의  웹사이트(www.agewellnewyork.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당사의 의약품 목록에 일어난 변경 사항에는 당사가 보장하는 의약품에 대한 변경 및 특정 
의약품 보장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의약품이 내년에 
보장을 받고 기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의약품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약 보장의 변경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의사(또는 기타 처방자)와 협력해 플랜 측에 의약품 보장을 위한 예외를 
요청하십시오 . 

o 예외 요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보시려면, 보장범위 증명 9장(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해야 할 일(보장 결정, 이의 제기, 불만 제기))을 
확인하거나 가입자 서비스부로 연락하십시오. 

• 귀하의 의사(또는 처방자)와 협력해 당사가 보장하는 다른 의약품을 찾으십시오 . 
가입자 서비스부에 전화하여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보장 약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agewellnew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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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치료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플랜 연도의 첫 90일 또는 가입 후 첫 90일간 
처방집에 없는 약의 임시분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 분량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보장범위 증명의 제5장 5.2절을 
참조하십시오.) 임시 분량의 약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임시 분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플랜이 보장하는 다른 의약품으로 
전환하거나 플랜 측에 귀하에게 예외를 적용해 현재 의약품을 보장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랜 연도에서 다른 연도로 처방집이 변경되어 영향을 받은 경우, 저희는 가입자의 
사용 내역(과거 120일 내역)을 검토하여 30일 전환 조제에 대한 자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전환 조제서를 가입자와 담당 의사에게 보내 플랜이 보장하는 대체 약품으로 전환됨을 
알리거나 예외를 요청할 것입니다. 

가입자와 담당 의사가 예외를 요청하여 승인된 경우, 새로운 플랜 연도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예외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약품 목록의 변경 대부분은 매년 초에 새로 바뀝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 중에도 
Medicare 규칙에서 허용되는 다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동안 당사가 의약품 목록을 변경하는 경우, 귀하는 의사(또는 다른 처방자)와 
논의하여 예외 적용을 하여 해당 약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저희는 
일정에 따라 온라인 의약품 목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약 변경이 반영된 필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당사의 의약품 목록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 보장범위 증명의 
제5장 6절을 참조하십시오.) 

처방약 비용에 대한 변경 사항 

참고: 약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추가 지원")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파트 D 처방약 
비용에 대한 정보가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처방약 비용에 대해 추가 
지원(Extra Help) 을 받는 가입자를 위한 보장범위 증명 부칙"(일명, "저소득층 보조금 
부칙(Low Income Subsidy Rider)" 또는 "LIS 부칙(LIS Rider)") 으로서, 약 보장에 대해 
설명하는 별도의 안내서를 동봉했습니다. "추가 지원(Extra Help)" 을 받고 있으며 이 
패킷과 함께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가입자 서비스부에 전화하여 "LIS 부칙"(LIS 

Rider) 을 요청하십시오. 

"약 비용 지급 단계"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파트 D 약에 대해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 약 비용 지급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장범위 증명 6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내년에 처음 두 단계인 연간 공제 단계 및 초기 보장 단계의 변경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다른 두 가지 단계인 보장 공백 단계 또는 재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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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단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가입자 부담 비용에 대한 정보는 혜택 
요약서 또는 보장범위 증명의 6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공제 단계의 변경 사항 

단계 2020년(올해) 2021년(내년) 

1단계: 연간  공제  단계  

이  단계에서, 연간  공제액에  
도달할  때까지  파트  D 약의  
비용  전액을  가입자가  
지불합니다 .  

공제액은  $435입니다.  

가입자의  공제액은  
가입자가  받는  "추가  
지원(Extra Help)" 의  
레벨에  따라  $0 또는  
$89가  됩니다. (본인의  
공제액은  별도  첨부한  
"LIS  부칙"을  
참조하십시오.)  

공제액은  $445입니다.  

가입자의  공제액은  
가입자가  받는  "추가  
지원(Extra  Help)" 의  
레벨에  따라  $0 또는  
$92가  됩니다.  (본인의  
공제액은  별도  첨부한  
"LIS  부칙"을  
참조하십시오.)  

초기 보장 단계에서 비용 분담액의 변경 사항 

자기부담금과 공동보험액의 산정 방법은, 보장범위 증명에서 6장, 1.2절, 보장 약에 대해 
가입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 비용의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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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020년(올해) 2021년(내년) 

2단계: 초기 보장 단계 

이  단계  동안에는  플랜이  약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가입자의  몫을  
부담합니다 .   

표준  비용  분담액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약국에서  조제한  
가입자의  1개월분  비용:  

표준  비용  분담액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약국에서  조제한  
가입자의  1개월분  비용:  

복제약과  브랜드  약:  

가입자는  처방전당  $0 

또는  최대  $8.95의  
자기부담금을  납부   

귀하의  "추가  지원" 

수준에  따라  아래에  
기재된  보조금이  
지원되는  자기부담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복제약과  브랜드  약:  

가입자는  처방전당  $0 

또는  최대  $9.20의  
자기부담금을  납부   

귀하의  "추가  지원" 

수준에  따라  아래에  
기재된  보조금이  
지원되는  자기부담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복제약(복제약으로  
취급되는  브랜드  약  
포함):  

가입자  부담: 처방전당  
$0 또는  $1.30 또는  
$3.60의  자기부담금  

복제약(복제약으로  
취급되는  브랜드  약  포함):  

가입자  부담: 처방전당  $0 

또는  $1.30 또는  $3.70의  
자기부담금  

기타  모든  약:  

가입자는  처방전당  $0 

또는  $3.90 또는  $8.95의  
자기부담금을  납부  

기타  모든  약:  

가입자는  처방전당  $0 

또는  $4.00 또는  $9.20의  
자기부담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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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020년(올해)  2021년(내년)  

2단계: 초기  보장  단계(계속)  

이 행의 비용은 표준 비용 
분담액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때 
1개월(30일)분에 대한 
것입니다. 장기간 분량에 대한 
비용 정보나 우편 주문 처방약 
비용에 대한 정보는 보장범위 
증명(Evidence of Coverage) 의 
6장, 5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파트 D 약에 대해 
$4,020의 본인부담액을 
지불한 경우 다음 
단계(재해성 보장 
단계)로 들어갑니다. 

파트 D 약에 대해 $4,130의 
본인부담액을 지불한 
경우 다음 단계(재해성 
보장 단계)로 들어갑니다. 

보장 공백 및 재해성 보장 단계의 변경 사항 

보장 공백 단계 및 재해성 보장 단계는 약 비용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두 가지 다른 보장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 단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단계에서 가입자 부담 비용에 대한 정보는 혜택 요약서 또는 보장범위 증명의 6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2절  플랜  결정하기  

2.1 절  –  FeelWell(HMO  SNP) 을  유지하려는  경우  

당사의 플랜을 지속하려는 경우 가입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 12월 7일까지 다른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시거나 Original Medicare 로 변경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으로 저희 플랜, 

FeelWell(HMO SNP) 에 가입됩니다. 

2.2 절  –  플랜을  변경하려는  경우  

저희는 가입자께서 내년에도 저희 플랜에 가입하시기를 희망하지만 2021년에 
변경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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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선택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하기 

• 가입자는  다른  Medicare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또는-- Original Medicare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Original Medicare 로  변경하면  
Medicare  약  플랜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Original Medicare 와 다른 종류의 Medicare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edicare & You 

2021를 읽어보시거나, 주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6 절 참조)에 전화하시거나, Medicare(6.2 절 참조)에 전화해 주십시오. 

거주하시는  지역의  플랜에  대한  정보는  Medicare  웹사이트의  Medicare  플랜  검색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www.medicare.gov/plan-compare  를  방문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Medicare  플랜의  비용, 보장범위, 품질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geWell New York, LLC. 는 다른 Medicare 건강 플랜 및 Medicare 처방약 플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랜은 보장범위, 월납 보험료, 비용 분담액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 보장범위 변경 

• 다른 Medicare 건강 플랜으로 변경하려면 , 새로운 플랜에 등록하십시오. 자동으로 
FeelWell(HMO SNP) 에서 탈퇴됩니다. 

• 처방약 플랜이 포함된 Original Medicare 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약 플랜에
 
등록하십시오. 자동으로 FeelWell(HMO SNP) 에서 탈퇴됩니다.
 

• 처방약 플랜이 없는 Original Medicare 로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o 플랜에  탈퇴  요청서를  발송하십시오. 요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입자  서비스부(전화번호는  본  책자의  6.1절에  기재)로  연락해  
주십시오.  

o –  또는  –  Medicare 에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주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TY/TDD  사용자는   
1-877-486-2048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Original Medicare 로 전환했으며 별도의 Medicare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Medicare 는 가입자가 자동 가입을 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 플랜에 
가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medicare.gov/plan-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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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플랜  변경  

내년에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Original Medicare 로 변경하려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습니까? 

특정 상황에서는 연중 다른 시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Medicaid 가입자, 

"추가 지원(Extra Help)" 을 받아 약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고용주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종료하는 사람, 서비스 지역 외부로 이사하는 사람은 연중 다른 기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을 하고 플랜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Medicare 건강 플랜으로 변경하거나(Medicare 처방약 보장이 있거나 없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Original Medicare 로(Medicare 처방약 보장이 있거나 
없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장범위 증명의 10장 2.3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4절  Medicare 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정부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SHIP) 은각 
주에서 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도움을 드리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에서 SHIP 은 
'뉴욕주 건강 보험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New York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Counseling, and Assistance Program, HIICAP) 이라고 합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IICAP) 은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보험  
회사나  건강  플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으로서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Medicare  가입자에게  무료로  지역  건강  보험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주정부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HIICAP) 상담원은  Medicare 와  관련한  귀하의  궁금점과  문제에  
관해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Medicare  플랜의  옵션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플랜  변경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한  건강  보험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Information, Counseling and Assistance Program, HIICAP) 에  1-800-701-0501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  보험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New York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Counseling and Assistance Program, HIICAP) 에  대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https://aging.ny.gov/health-insurance-information

counseling-and-assistance-program-hiicap).  

귀하의 Medicaid 혜택에 관한 질문은, 뉴욕주 Medicaid, 1-800-541-2831, TTY/TDD 

1-800-662-1220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연락해 주십시오. 다른 플랜에 
가입하거나 Original Medicare 로 복귀하는 것이 귀하가 뉴욕주 Medicaid 보장을 받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의해 주십시오. 

https://aging.ny.gov/health-insurance-information-counseling-and-assistance-program-hiicap
https://aging.ny.gov/health-insurance-information-counseling-and-assistance-program-hii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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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처방약 비용 지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유형의 도움을 
보여줍니다: 

• Medicare 의 "추가 지원(Extra Help)". 귀하께서는 Medicaid 가입자이므로 , 이미 
저소득층 보조금이라고 하는 "추가 지원(Extra Help)" 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원(Extra Help) 에서 처방약 보험료, 연간 공제액 및 공동보험액 일부를 
지불합니다. 귀하는 자격이 되시므로 보장 공백이나 지연 가입 벌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Extra Help) 에 관한 문의: 

o 1-800-MEDICARE(1-800-633-4227)로 전화해 주십시오. TTY/TDD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주 7일, 하루 24시간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o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1-800-772-121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TTY/TDD 사용자는 1-800-325-0778(신청)번으로 
연락하시거나 

o 해당 주 Medicaid 사무소 (신청)로 연락하십시오 . 

• 주정부의 의약품 지원 프로그램에서 받는 도움. 뉴욕주에는 노령자 의약품 보험 
보장 프로그램(New York State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EPIC) 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 연령 또는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처방약 값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귀하의 주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에 알아보십시오. 뉴욕주 노령자 의약품 보험 보장(New York State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EPIC) 에 1-800-332-3742 (TTY/TDD: 

1-800-290-9138)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사이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HIV/AIDS 환자를 위한 처방약 부담금 지원. AIDS 약 지원 프로그램(ADAP) 은 
ADAP 적격 HIV/AIDS 환자가 HIV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입자는 
거주한다는 증거와 HIV 상태, 주정부에서 정한 저소득, 보험 미가입/보장 불충분 
상태 증거를 비롯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ADAP에서 보장하는 
Medicare 파트 D 처방약은 뉴욕주의 AIDS 약 지원 프로그램(ADAP) 를 통해 처방약 
비용 분담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자격 기준, 보장 의약품 또는 프로그램 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는 1-800-542-2437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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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문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 

6.1 절  –  FeelWell(HMO  SNP) 의  지원  받기  

문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언제든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입자 서비스부에 
1-866-237-321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TTY/TDD 사용자는 1-800-662-1220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전화를 받습니다. 이 번호의 
통화 요금은 무료입니다. 

2021 년 보장범위 증명을 읽어주십시오 (내년 혜택과 비용에 대한 상세정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연례  변경  사항  고지서는  요약된  2021년  혜택  및  비용의  변경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eelWell(HMO SNP) 의  2021년  보장범위  증명을  참조하십시오. 

보장범위  증명은  플랜  혜택을  상세히  설명한  법적  문서입니다. 귀하가  보장  서비스  및  
처방약  구입을  위해  준수해야  할  권리  및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장범위  증명의  사본은  
당사의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 에  있습니다. 가입자  서비스부로  전화하셔서  
보장범위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웹사이트 방문 

또한  당사의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  웹  
사이트에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명부) 및  보장  의약품  
목록(처방집/의약품  목록)에  대한  최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절  –  Medicare 의  지원  받기  

Medicare 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1-800-MEDICARE (1-800-633-4227) 로 전화 

1-800-MEDICARE(1-800-633-4227)는주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TY/TDD 사용자는 1-877-486-2048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Medicare 웹사이트 방문 

Medicare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십시오. Medicare  건강  플랜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비용, 보장, 품질  등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플랜에  대한  정보는  Medicare  웹사이트의  Medicare  플랜  검색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에  관한  정보를  보시려면   
www.medicare.gov/plan-compare 를  방문해  주십시오 ).  

http://www.medicare.gov
http://www.medicare.gov/plan-compare
http://www.agewellnewyork.com
http://www.agewellnew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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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 You 2021 을 읽어주십시오 

Medicare & You 2021  안내서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가을, 이러한  소책자가  
Medicare  이용자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이  책자는  Medicare  혜택, 권리  및  보호  장치에  
관한  요약을  담고  있으며  Medicare 에  관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책자의  사본을  소지하고  계시지  않을  경우, Medicare  

웹사이트(www.medicare.gov)에서  구하시거나  1-800-MEDICARE(1-800-633-4227)로 주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TTY/TDD  사용자는  1-877-486-2048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6.3 절 – Medicaid 의 지원 받기 

Medicaid 로부터 정보를 받으시려면 뉴욕주 Medicaid, 1-800-541-283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TTY/TDD 사용자는 1-800-662-1220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www.medicare.gov


 

 
 

   

 
     
    

   
    
  

     
    

    

   

 

 

FeelWell(HMO D-SNP) 가입자 서비스부 

방법 가입자 서비스부 –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 1-866-237-3210 
이 전화번호 이용은 무료입니다 .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 
참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말 및 연방 공휴일에는 대체 
연락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서비스부는 비영어권 
이용자를 위해 무료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TY/TDD 1-800-662-1220 
이 번호는 특별 전화 장비가 
필요하며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전화번호 이용은 무료입니다 .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 

서신 AgeWell New York, LLC 
Attn: Member Services 
1991 Marcus Ave; Suite M201 
Lake Success, NY 11042 
info@agewellnewyork.com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건강 보험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IICAP) 
뉴욕주 건강 보험 정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New York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Counseling and Assistance Program, HIICAP) 은 주정부 
프로그램으로서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Medicare 가입자에게 무료로 지역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합니다. 

방법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 1-800-701-0501 

서신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2 Empire State Plaza, 5th Floor 
Albany, NY 12223 

웹사이트 www.aging.ny.gov/health-insurance
information-counseling-and- 
assistance-program-hiicap 

agewel lnewyork .com
  

866-237-3210
 
TTY/TDD 800-662-1220
 

http://agewellnewyork.com
mailto:info@agewellnewyork.com
http://www.agewellnewyork.com
http://www.aging.ny.gov/health-insurance-information-counseling-and-assistance-program-hii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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