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민 여러분,
비싼 의료비로 인해 많은 사람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대폭 할인”을 제공하는 할인 카드는
이런 이유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원

하지만 조심하세요! 대다수의 의료 할인
카드가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지만, 일부는 의료보험의 일종인 듯한
내용을 암시하고, 일부는 개인의 신원을
도용하기 위해 고안된 사기입니다.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Health Care Bureau
The Capitol
Albany, NY 12224
(800) 428-9071
ag.ny.gov

이러한 카드가 제공하는 자료를 자세하게
읽고, 질문하고, 가격을 따져보고,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업체나 개인에게도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New York State Health Department
health.ny.gov

이 소책자는 의료 및 처방 할인 카드가 정말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른 활동을
하는 업체를 알게 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료 및 처방
할인 카드
가입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Child Health Plus
(800) 698-4KIDS
처방 약품 가격 비교
apps.health.ny.gov/pdpw
/SearchDrugs/Home.action
EPIC - AN.Y.S Perscription Plan for
Seniors
(800) 332-3742
health.ny.gov/health_care/epic
NYS Department of Finaancial Services
(800) 342-3736
dfs.ny.gov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

Healthy NY
(866) 432-5849
dfs.ny.gov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
healthcare.gov
Better Business Bureau
bbb.org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레티샤 제임스

의료 및 처방 할인 플랜
의료 및 처방 할인 카드 프로그램은 대부분 월간
또는 연간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회원권의일환으로
다양한 서비스나 의약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로그램 회원은 일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의사, 병원, 약국,
기타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수락하는 할인 카드를 받습니다.

카드 혜택 사항:

할인 카드는 의료보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할인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은 서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카드 회원이 서비스 구매 시 할인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제공되는 할인은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은
서비스 제공자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서비스 제공자라도 어떤 종류의 서비스인지에
따라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에 10% 할인을, 충치 치료에는
15%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치과는
검진과 스케일링에만 할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할인 프로그램은 “건강 보험”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료보험이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자 상식 활용

가입 전에 고려할 대안 사항

프로그램 제공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선전 내용을
조심하십시오.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 내용
또는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하여 제공 내용을 모두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선전의
제공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의료보험

다양한 서비스 둘러보기

의료보험이 없다면,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소득으로
자격이 되거나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EPIC은 소득
자격이 되는 노령자를 위한 처방 약품 프로그램입니다. (
문의처는 뒷면 참조.)

할인 카드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할인하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며
의료 청구 건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환자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질병과 연관된 엄청난 의료
비용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할인
카드는 규제되지 않으며기밀 보장이나 법으로
지정된 보험 분야를 포함하여 보험 정책이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을 할인 카드로 대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무료 처방 할인 카드

의료 서비스 종사자에게 묻기

가입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Better
Business Bureau 등의 단체를 통해 이 회사가
합법적이며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뉴욕주 거주자는 NewYorkRXCard.com에서 뉴욕주
처방 할인 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지방 자치제는 무료 처방 할인 카드를 거주자에게
제공하며 일부는 소득 기반이고 그 외는 모든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도시나 카운티에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다수의
약국이나 상점도 고유의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 서비스 종사자나 업체가
할인 카드를 수락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어떤 할인을 제공하는지를 묻도록 합니다.
카드가 현재 이용하는 의료보험과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를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카드 취소 정책 확인

다양한 서비스 둘러보기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경우,
회원비가 환불되거나 날수로 계산됩니까?

약품, 안경, 다양한 서비스 가격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내의 처방 약품
비용을 다음의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apps.health.ny.gov/pdpw/ SearchDrugs/Home.action

합법적인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비용이나 수수료에
대해 알려줍니다. 관리 비용 및 월간 또는 연간
회원비를 포함하는 모든 비용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제공 업체의 신뢰도 확인

개인 정보 기밀 유지
나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또는
다른 개인 정보를 절대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돈을
갈취하거나 신원을 도용하려는 사기 활동일 수
있습니다.

가격 따지기
회원비, 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할인 플랜의
모든 비용을 합한 후, 이용한다면 누리게 될 할인
가치와 이 비용을 비교해 봅니다. 의료보험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지 않은 한, 이러한
할인 카드로 그다지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누리는 할인과 이러한 할인 카드로부터 받는
할인 혜택도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