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비영리 지역 연장자

기관인Philadelphia Corporation for Aging

(PCA)은 필라델피아의 연장자들이나

불구자들을 위한 사회 봉사를 조정하고

그들이 최적의 건강, 독립 및 생산성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197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 비영리

단체 가운데 하나인 PCA는 부분적으로

연방 미국 노인법, 의료 지원 및

펜실베이니아 복권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데, 이 자금은 모두 펜실베이니아

노인부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PCA는 65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100개 이상의 지역사회 단체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계약을 맺어서 매년

100,000명 이상의 필라델피아 연장자 및

장애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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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ISE
건강 보험

카운슬링 프로그램

APPRISE 란 무엇인가?
APPRISE는 60세 이상의

펜실베이니아인을 위한 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

노인부에서는 연장자들이 그들의

건강보험 종류를 이해하고 어느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APPRISE를 만들었습니다.

APPRISE 건강보험 카운슬링 서비스는

Philadelphia Corporation for Aging

(PCA)을 비롯한 펜실베이니아주의

52개 카운티의 지역 노인 기관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비밀이 유지됩니다.

누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가?
PCA는 3개 지역 단체를 통하여

필라델피아 연장자들을 위해 APPRISE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앨버트

아인스타인 메디컬 센터의 Premier

Years Program, 시장의 Commission on

Services to the Aging(노인 봉사

위원회) 및 노인 권리 및 이익을

위한 옹호 센터 (CARIE). 이 단체들

중 한곳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가?
지프 코드에 따라, 앨버트 아인스타인

메디컬 센터의 Premier Years Program

이나 시장의 Commission on Services to

the Aging(노인 봉사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되거나 연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카운슬링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은 카운슬러들이 다음 분야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APPRISE 카운슬러는 누구인가?
APPRISE 카운슬러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갭, 장기 진료 보험,

이의 제기 및 예방 진료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 및 유급

직원입니다. 이 카운슬러들은 주 및

연방 메디케어 정보 및 자원을 직접

액세스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APPRISE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믿을만

하고 공정하며 이해하기 쉬운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카운슬러들은 다양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하에서 여러분의 혜택과

권리를 설명하는 팜플렛과 브로슈어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룹을 위해 정보가
제공되는가?

앨버트 아인스타인 메디컬 센터의

Premier Years Program

전화: 215-456-7600

수혜 지역 지프 코드: 19111, 14, 15,

16, 18, 19, 20, 24, 26, 27, 28, 29, 38,

40, 41, 44, 49, 50, 52, 및 54

시장의 Commission on Services

to the Aging (노인 봉사 위원회)

전화: 215-686-8462

수혜 디역 지프 코드: 19102, 03, 04,

05, 06, 07, 12, 21, 22, 23, 25, 30, 31,

32, 33, 34, 35, 36, 37, 39, 42, 43, 45,

46, 47, 48, 51, 및 53

CARIE 를 통하여, 연장자 커뮤니티

센터, 예배당 또는 연장자 주택 단지

등 어느 곳에서든 무료

프리젠테이션을 그룹에 제공합니다.

세미나 주제는 여러가지이며,

메디케어와 소비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노인 권리 및 이익을 위한 옹호

센터 (CARIE)

전화: 215-545-5728

· 처방약 커버리지 (메디케어 파트 D,

PACE/PACENET, 제약회사의 지원

프로그램, 재향군인 혜택 및 보험 플랜

커버리지)

· 메디케어 파트 A 및 B (커버리지,

클레임 및 청구 질문)

· 메디케어 부가혜택 (메디갭 보험

증권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종류, 혜택 및 선택)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지불에

있어서 별도 지원 (저소득 보조금/별도

지원 프로그램)

· 장기 진료 보험 (다양한 보험에 대한

정보)

· 기타 보험 (의료 지원 및 Healthy

Horiz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