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의 내용:

• 이제 연례 건강검진 방문을 
받으실 때입니다

• 알아야 할 내용 COVID-19 
백신 소개

• 진심을 따르는건강한 습관
• 예방은 건강의 비결 입니다
• 가입자 안전 팁
• 귀하의 의료비 관리
• 뇌 운동
• 커뮤니티 앰베서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  Joyce와 함께 하는 식단
•  AgeWell New York의 
건강 및 건강검진 정보는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매년 담당 주치의를 만나 본인의 건강 기록을 점검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향후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예방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례 건강검진 방문 중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이력을 점검해 드립니다.

• 종합 신체 검사를 완료합니다.

• 본인의 안녕에 대한 건강 관련 위험을 파악합니다.

• 본인이 복용 중인 모든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검토합니다.

• 중요한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중요한 예방 진료 검사를 검토 및 신청합니다.

•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츠하이머 또는 기타 치매 징후 증상을 
찾는 "인지 평가"를 수행합니다.

•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전문의 및 담당 치료 팀의 다른 팀원과 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합니다.

• 환자 스스로의 힘으로 말할 수 없게 될 경우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릴 수 있는 사전 지시서를 받습니다.

연례 건강검진 방문을 통해 귀하는 본인만의 의료 서비스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가 더 
건강해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담당 진료실에 
방문해도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사오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은 귀하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당장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례 건강검진 방문 
일정을 잡으십시오.

2016년 봄 – 2호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보장

High quality and affordable health care coverage

agewellnewyork.com
가입자 뉴스레터 - 2021년 겨울

이제 연례 건강검진 방문을 
받으실 때입니다

AgeWell New York은 
Medicare Advantage 
처방약 플랜과 관리형  
장기 치료(MLTC)를 
제공합니다

다음 가입자들을 위한  
건강 플랜 옵션:

• Medicare

• Medicare 및 Medicaid

• 가정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기 치료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Medicaid 
Advantage Plus 플랜

MLTC 무료전화 1-866-586-8044 •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시
Medicare 무료전화 1-866-237-3210 •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

참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말 및 연방 공휴일에는 다른 연락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TY/TDD 1-800-662-1220

 info@agewellnewyork.com
agewellnewyork.com

         www.facebook.com/AgeWellNewYork               www.twitter.com/AgeWellNY               www.linkedin.com/in/AgeWellNewYork



의학 박사 David Lichtenstein
의료 감독자

•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흡연은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운다면, 금연 코치에게 
1-800-QUIT-NOW (1-800-784-8669)로 
연락하여 금연 계획을 세우십시오. 

• 여유가 되는 대로 매일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스트레스, 체중 및 
혈압을 관리하고 나이가 들어도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매 
식단마다 붉은 색이 나는 약간의 음식을 
추가하십시오. 딸기, 토마토, 사과, 
피망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과일과 
채소를 5-7회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 항상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섭취량은 
먹는 음식만큼 중요합니다.  

•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소금 및 정제 
설탕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십시오. 
튀긴 음식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고혈압과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장병의 
또 다른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십시오. 예방 검진을 계속 
받으십시오. 이것은 질병의 초기 징후와 
증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치의 
및 전문의(심장병 전문의, 내분비과 
전문의, 치과의, 안과의, 족병 전문의 및 
청각 전문의)를 정기적으로 만나 진료를 
받십시오.

•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인 스타틴을 복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명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십시오. 

•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징후와 증상을 경험하면 즉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 몇 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슴 통증 
또는 불편함. 

- 턱, 목 또는 등의 통증 또는 불편함.

- 쇠약, 어지러움, 메스꺼움(배가 아픈 
느낌) 또는 식은 땀. 

- 팔이나 어깨의 통증 또는 불편함 및 
숨가쁨.

진심을 따르는 건강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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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책임자 DAVID LICHTENSTEIN, MD의 진료실에서

AgeWell New York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항상 귀하의 안전과 건강, 안녕입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삶에 어려움을 끼쳤으나, 백신의 제공을 통해 이 팬데믹의 종식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약을 복용하거나 백신을 맞기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1년 이내 개발된 이 새로운 
백신으로 왜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중증에 걸릴 위험은 
특히 65 ~ 85세 그룹에서 매우 높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모두 부작용이 매우 적으며 
COVID-19에 대해 95% 안전하고 효능이 좋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 
COVID-19 백신 소개

뉴욕주 COVID-19 예방 접종 핫라인 1-833-NYS-4-VAX 
(1-833-697-4829)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접종 약속을 잡으십시오. 또는  
www.covid19vaccine.health.ny.gov를 방문하여 뉴욕주 
보건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 하십시오. COVID-19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예방 접종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뉴욕 주민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백신 접종 후 15-20분 동안 관찰을 받게 됩니다.

• V-safe는 COVID-19 예방 접종 후 귀하의 확인 유무를 확인하는 
자발적인 스마트폰 기반 도구입니다. 

• 부작용 신고는 www.vaers.hhs.gov에 접속해 VAERS 온라인 양식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PDF를 사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학적 위험 인자를 고려하십시오. COVID-19 백신이 본인에게 
권장되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담당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건강과 안녕에 관심을 둡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귀하의 생활 방식, 나이 및 가족력은 미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병은 동맥에 지방이 쌓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맥이 좁아져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관리하고 심장병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팁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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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예방 진료 
검진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료 방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요약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선별 검사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주요 예방 진료 검사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이유와 횟수
혈압 검사 누구나 매년그리고 더 자주,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혈압이 높다고 

말했을 경우. 

고혈압 검사와 치료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 유방조영상 50-74세  
여성

격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더 쉬워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치료:
• 고급 치료 계획
• 약물 검토
• 기능 상태 평가
• 통증 평가

66세 이상 
누구나

매년

이 간단한 선별 검사를 통해 의료팀에 의료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장암 검사 50-75세  
누구나

비침습적 유형을 포함해 대장암에 대한 많은 유형의 검사가 
있습니다. 대장암 검사의 각 유형마다 각기 다른 빈도로 
제공되고 개인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모든 옵션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일부 대장암 검사는 일부 환자에게서 향후 대장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기 발견은 
성공적인 치료 가능성을 높입니다.

우울증 검사 누구나 매년

이 어려운 시기에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가 우울증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도구를 제공하고 귀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검사 누구나 매년

약 3,4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지 않으면, 당뇨병은 조절할 수 없고, 심장병, 혈관 질환, 
신부전증, 실명 또는 사지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 누구나 매년

귀하의 시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안과의는 귀하의 시력을 
보호하고자 녹내장 및 기타 안구 질환을 검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당뇨병성 안구 질환(망막 병증) 
검사는 중요합니다.

요실금 누구나 소변 누출이 있을 때마다

소변이 샐 경우가 생기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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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은 여전히 겨울이고 추운 날씨는 
귀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머무르거나 외출할 때는 
겹겹이 두껍게 입어 차가운 온도를 
피하십시오. 여기에는 두꺼운 코트, 
장갑, 모자, 스카프 및 두꺼운 양말이 
포함됩니다. 발을 딛는 곳을 잘 
관찰하고, 적절한 신발을 신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길바닥에 쌓인 눈과 
얼음을 조심하십시오. 

• 4월달 비가 그치면 5월에는 꽃들이 
만개합니다. 계절은 보통 그렇게 
흐릅니다. 봄에 내리는 빗방울은 잔디와 
보도 위에 떨어져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난간을 사용하고, 
미끄럼방지 신발을 신고,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여 낙상을 
피하십시오.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장마철에 차를 운전한다면, 성능 좋은 
앞유리 와이퍼와 타이어를 달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여름이 오기까지 아직은 많이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만일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외출 시 
얇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약이 햇빛에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구충제를 발라서 
벌레 물림을 피하십시오.

• 가을철에는 낙상 위험을 일으키는 
낙엽과 젖은 낙엽을 피해야 합니다.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정리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게 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광이 적으면, 실내 및 실외 생활 
공간에 불이 적절하게 켜지는지 보고, 
타이머를 사용한다면 해가 더 빨리 
넘어가 주변이 더 일찍 어두워지오니 
타이머를 이른 시간으로 맞춰 
두십시오. 

AgeWell New York Medicare Advantage 처방약 플랜 가입자이거나 다른 
Medicare 플랜*이 있다면 귀하는 잔액 청구서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플랜에 
명시된 금액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웹사이트 
agewellnewyork.com에 나온 보장 범위 증명 참조).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으면, 명세서를 검토하여 귀하가 받은 서비스가 반영되었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분담액, 공제액 또는 공동 보험료(비용 분담금)에 대해서만 
청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Medicare 
보장이 있다면, 플랜 세부사항에 대한 보장 범위 증명을 검토하십시오.

청구서에 대해 무엇이든 질문이 있으면, AgeWell New York에 검토용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본 한 부는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이메일 
사본은 AgeWell New York, 1991 Marcus Ave Suite M201, Lake Success, NY 
11042 또는 MemberBills@agewellnewyork.com으로 보내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866-586-8044번으로 당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적절하게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세서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름, 계정/청구서 번호, 
서비스 날짜, 요금, 환자 책임으로 표시된 잔액 및 명세서에 열거된 연락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입자 안전 팁

안전은 잘 살고 멋진 노년을 누리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노인들은 새로운 위험을 맞습니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AgeWell New York은 연중 내내 안전을 
지키는 다음과 같은 팁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이 위험한 상황들을 대부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미리 계획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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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운동

JOYCE와 함께 하는 식단

재료
껍질째 다진 주키니 3컵
다진 큰 양파 1개
파마산 치즈 ½컵
잘게 썬 모짜렐라 1컵
식용유 ½컵
비스퀵 1컵
치댄 달걀 4개
파슬리와 후추 조금

주키니 파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건강한 생활 
방식이 탄력을 받습니다. 이 레시피는 
AgeWell New York 직원에게 받아서 
이용하십시오. 행복한 식사와 삶, 
건강하고 멋진 노년을 누리십시오.

겨울 연상 단어 맞추기

매썰기타  ______________

삽눈   ______________

ㄴㄴㅜ  ______________

프스카  ______________

갑어벙장리 ______________

라눈보  ______________

ㅋㅇㅕㅜㄹ ______________

온찬기  ______________

람사눈  ______________

정사각형 수는 몇 개일까요?

총 정사각형 수:   _____________

AGEWELL NEW YORK COMMUNITY AMBASSADOR 프로그램 가입
CAP(Community Ambassador Program)의 가입자로서, 귀하는 AgeWell New York이 저희가 섬기는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목소리는 이웃 뉴욕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개선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자원 봉사 프로그램은 건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드리고 귀하의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AgeWell이 계속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어 담당 매니저 또는 건강검진 코치에게 문의하거나 전화 866-586-8044번 또는 이메일 
info@agewellnewyork.com으로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침
큰 그릇에 모든 재료를 섞습니다.
9x9 베이킹 팬에 식용유를 바릅니다. 
350도 오븐에 넣어 40분 동안 또는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힙니다.



1991 Marcus Avenue, Suite M201
Lake Success, NY 11042-2057 

MLTC 1-866-586-8044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5시 

Medicare 1-866-237-3210
주 7일, 동부 표준시, 오전 8시-오후 8시 

참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말 및 연방  
공휴일에는 다른 연락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TY/TDD 1-800-662-1220

    www.facebook.com/AgeWellNewYork

    www.twitter.com/AgeWellNY

    www.linkedin.com/in/AgeWellNewYork

agewellnewyork.com

Presort Standard
U.S. Postage

PAID
Hicksville, NY

Permit No. 885

다음에 대한 정보는 agewellnewyork.com을 방문하십시오:
• 건강 플랜 및 혜택
•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약국 명부
• 커뮤니티 리소스
• 최신 건강검진 뉴스
• 예정 이벤트 대한 정보
• 건강한 생활을 위한 팁
• 및 기타

AgeWell New York은 누구나 당사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개 언어로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손쉬운 조정이 들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멋있게 살고, 건강을 지키고,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AGEWELL NEW YORK의 건강 및 건강검진 정보는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DOH Approved 2/22/21 Korean

뇌 운동 문제 답안:
겨울 연상 단어 
맞추기  
답안 키

썰매타기
눈삽
눈
스카프
벙어리장갑
눈보라
겨울
찬기온
눈사람

정사각형  
수 맞추기  
답안 키

작은 정사각형: 8
단일 정사각형: 18
2x2 정사각형: 9
3x3 정사각형: 4
4x4 정사각형: 1
총 정사각형 수: 40

AgeWell New York은 1120 Morris Park Avenue, Suite 3B, Bronx, NY 10461
에 있는 Bronx 사무실의 새 위치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Bronx 
지역사회에 당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AgeWell New York은 분기별로 등록자/가입자 및 가족 대표가 피드백을 받고, 전 범위의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AgeWell New의 운영 
방식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협력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도록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MLTC EAC(Enrollee Advisory Committee)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음 회의에 참석하려면 케어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