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낫소 & 서포크 카운티

자세한 내용은 당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십시오.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1-855-800-INTEGRA
(1-855-800-4683)

TTY/TDD: 711
Integra MLTC, Inc.  

1981 Marcus Ave., Suite 100
Lake Success, NY 11042
www.integraplan.org 

Integra MLTC, Inc.는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국적, 연령, 장애 또는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언어 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화 
1-855-661-0002(TTY/TDD: 711).

ATENCIÓN:  si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lingüística.  Llame al 1-855-661-0002 
(TTY/TDD: 711).

注意：如果您使用繁體中文，您可以免費獲得語言援助服務。 
請致電  1-855-661-0002 (TTY/TDD: 711).

당신의 선택

당신을 위한 의료관리 
서비스

당신의 해결책…

당신의 솔루션…

당신의 건강,
당신의 안전, 
당신의 독립…

우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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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관리 서비스 외에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는?

개인 의료관리, CDPAS, 간호 서비스와 
같은 재택 서비스 외에 Integra MLTC 
회원이 되어 의료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재활 치료

•  물리치료
•  작업치료
•  언어치료
•  호흡기치료

의약용품 및 장비

•  보형물 및 보조기
•  개인 긴급대응시스템

전문 의료 
•  족질환치료
•  치과치료
•  검안/안경
•  청각학/보청기

지원 서비스 
•  비응급이송
•  영양상담
•  배달음식
•  환경변경
•  의료사회사업
•  어르신 데이케어 서비스
•  소셜 데이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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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그라 롱텀 프로그램이란?
Integra MLTC는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주에서 인증 받은 장기 의료관리 
플랜입니다.

장기 의료관리 플랜은 이들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ntegra 
MLTC를 선택하면 모든 장기 의료관리  
니즈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귀하를 돌봐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니즈가 
바뀌더라도 전담팀은 귀하를 위한 관리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귀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장기 의료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성인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소망

최상의 의료관리와 서비스를 꾸준히 
전달하여 우수한 장기 의료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우수 플랜이 
되도록 한다.

Integra MLTC는 나의 개인 의료관리 
서비스 필요에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인테그라 롱텀 프로그램은은 귀하의 
개인 의료관리 서비스를 준비할 때 두 
가지 서비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개인 의료관리 간병인 선택을을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회사사 또는 에이전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는 소비자 
주도 개인 도우미 서비스(CDPAS)를 통해서 
귀하의 개인 의료관리 도우미를 고를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소비자 주도 개인 도우미 서비스
(CDPAS)란?

CDPAS는 귀하에게 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 제공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의 재택 의료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과는 달리 홈케어 
지정 회사를 통한 제한안의 교육 및 방문 
일정을 관리해주는 방식 대신 CDPAS 
프로그램은 귀하의 가족, 친구 보호자가 
(FI)를 통해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누가 CDPAS 개인 간병인으로 
고용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아닌 가족 모두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든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의 부모(21세 이상).

•  지정된 대리인이 아니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

Your Choice
Your Care

Your Solution...

Our Services
Integra Managed Long-Term Care offers a 
wide array of services that can be tailored to 
meet your needs:

•Home Health Care
• Personal Care
•Nursing Care
• Private Duty Nursing
•Medical Social Services
•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 Speech Therapy
•Respiratory Therapy
•Adult Day Health Care
• Social Day Care
•Durable Medical Equipment/

Medical Supplies
• Prosthetics and Orthotics
•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Non-Emergent Transportation
• Podiatry Care
•Dental Care
•Optometry / Eyeglasses
•Audiology / Hearing Aids
•Nutrition Counseling
•Home-Delivered Meals
•Nursing Home Care
•Environmental Modification

Manhattan, Richmond, Kings, Queens, 
Bronx, Westchester, Nassau &  

Suffolk Counties 

For more information call and speak with 
one of our associates. There is no obligation 

to enroll.

www.integraplan.org

Your Health,  
Your Safety,  

Your Independence… 
Our Commitment

개인 의료관리 서비스 선택 

1-855-800-INTEGRA
(1-855-800-4683)

www.integrapl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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