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iaCares는 메디케어 및 기타 관련 보험의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처입니다.

GeorgiaCares 절약 가이드

GeorgiaCares는 편향되지 않은 조언과
메디케어 선택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Extra Help(추가 도움) 받기 - Extra Help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이는

무료 일대일 상담을 제공합니다.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받은 저희 전문가들은 복잡한
건강보험의 체계를 안내해드릴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이 한정된 메디케어 수혜자는 처방약과 기타 비용에 관련된 메디케어 지출에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GeorgiaCares는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 SHIP) 및 SMP(노인 메디케어
감시) 프로젝트입니다.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
SHIP)

 처방약 플랜 보험료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 및 공동보험
 약품 공동부담

GeorgiaCares는 메디케어

저희는 주 전역에 위치한 12곳의

수혜자에게 최선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편향되지 않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사무소와 추가 상담소에서 무료
일대일 상담 세션을 제공합니다.

SA
M

SHIP은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개인

지금 전화하셔서 다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PL
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교육,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GeorgiaCares는 귀하의 신청 프로그램 시작을 도와드리고 자격을 갖추신 추가 주

같은 분야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프로그램 이용을 도와드립니다.



기본 메디케어



메디케어 건강 및 약품 플랜



메디케어 보충 보험



금융 지원 프로그램

SMP (Senior Medicare

Patrol, 노인 메디케어 감시)
SMP는 노인들이 건강보험 사기를

방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된 목표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개인
신원 보호, 잠재적 오류와 사기, 남용을
파악하는 법, 신고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GeorgiaCares는 민관 파트너쉽입니다
Georg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조지아주 복지부),
Division of Aging Services(노년복지국).

GeorgiaCares 서비스




일대일 상담

귀하께 필요하신 부분에 가장 적합한 플랜
비교





편향되지 않은 무료 가입 서비스
혜택 검토 및 파악
그 외 많은 서비스...

지금 바로 GeorgiaCares에 문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옵션을 안내해드릴 상담원과 연결해드립니다.

1-866-552-4464(선택 4)
본 문서는 Georgia Department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Human Services(복지부)/Division of Aging Services(노년복지국)/GeorgiaCares
금전적 지원 제공 프로그램 전체나 일부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커뮤니티 생활 행정부, ACL) 보조금
및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