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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HealthNYC 회원 안내서 
이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제공합니다. 

 ActionHealthNYC 란 무엇입니까? 

 ActionHealthNYC 회원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 대상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의료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ActionHealthNYC 는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Call your Primary Care Home if you would like your handbook in English.  
 
Llame al Centro de Atención Primaria (Primary Care Home) si desea obtener el folleto en 
español. 
 

如需简体中文版手册，请致电您的初级医疗保健之家 (Primary Care Home)。  
 

如果您想要索取繁體中文版手冊，請致電您的基礎照護之家 (Primary Care Home)。 

 

अगर आप अपनी वििरण पुस्तिका ह िंदी में प्राप्ि करना चा िे  ैं, िो अपने प्राइमरी केयर  ोम (प्राथममक 

देखभाल प्रदािा) को कॉल क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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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HealthNYC 는 건강  

보험 플랜이 아닙니다. 
 

ActionHealthNYC 는 뉴욕시에서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ctionHealthNYC 는 무엇입니까? 
ActionHealthNYC 는 다음과 같은 뉴욕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19 세 이상 

 저소득자(소득이 1 인 기준 $23,760 미만 

또는 4 인 가족 기준 $48,600 미만인 경우) 

 보험 미가입자  

 New York State of Health Marketplace 를 

통해 Medicaid 또는 기타 건강 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자 
 

ActionHealthNYC 는 건강 보험이 아닙니다. 건강 

보험은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그 종류에 따라 

보장되는 질병, 상해, 건강 상태 관련 서비스, 해당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반면 ActionHealthNYC 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와 회원을 연결합니다.  

ActionHealthNYC 회원 카드가 있습니까?  

ActionHealthNYC 회원 카드는 뉴욕시 IDNYC 카드입니다. 의사 진료 및 병원 방문 시 IDNYC 

카드를 제시하십시오. 또한, 약국에 갈 때 IDNYC 카드를 지참하시면 BigAppleRx 를 통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DNYC 카드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IDNYC 카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카드가 분실, 도난, 손상 또는 파기된 경우에는 311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idnyc 를 방문하십시오. 
 

이는 IDNYC 카드 견본입니다. 이 카드가 ActionHealthNYC 

회원 카드로도 사용됩니다. 

http://www.nyc.gov/id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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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진료 본부(Primary Care 

Home)는 무엇입니까? 
1 차 진료 본부는 의사 진료 시 주로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1 차 진료 

본부에서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직원이 

회원의 병력을 경청한 후 진료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줄 것입니다.  
 

ActionHealthNYC 프로그램은 다양한 1 차 

진료 본부 옵션을 제공합니다(오른쪽 

목록 참고). ActionHealthNYC 가입 시에 

이용할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1 차 진료 

본부를 찾거나 변경하시려면, 311 번으로 

전화하셔서 ActionHealthNYC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1 차 진료 본부의 지원사항 

 담당 의사 배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질문에 답변하고 모든 건강 관련 

우려사항에 대응 
 

 

저의 1 차 진료 본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311 번으로 전화하셔서 

ActionHealthNYC 에 1 차 진료 본부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ActionHealthNYC 1 차 진료 본부 
 

Manhattan 
William F. Ryan-NENA Community Health Center 
279 East 3rd Street, New York, NY 10009 
212-477-8527 
 
Community Healthcare Network Abate Health 
Center 
150 Essex Street, New York, NY 10002 
212-477-1120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 
Chinatown 
268 Canal Street, New York, NY 10013 
212-379-6998 
 
NYC Health + Hospitals/Gouverneur Health 
227 Madison Street, New York, NY 10002 
212-238-7897 

 
Queens 
Urban Health Plan Plaza Del Sol Health Center 
37-16 108th Street, Corona, NY 11368 
718-651-4000 
 
Community Healthcare Network Family Health 
Center 
90-04 161st Street, 5th Floor, Jamaica, NY 11432 
718-523-2123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 37th 
Avenue 
136-26 37th Avenue, Flushing, NY 11354 
718-886-1200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 45th 
Avenue 
137-43 45th Avenue, Flushing, NY 11355 
929-362-3006 
 
NYC Health + Hospitals/Elmhurst 
79-01 Broadway, Queens, NY 11373 
718-33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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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1 차 진료 본부에 언제 연락해야 합니까?  

ActionHealthNYC 에 가입한 후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 1 차 진료 본부에 연락하셔서 

최초 방문을 예약하십시오.  
 

다음의 경우 1 차 진료 본부에 연락 

 진료 예약이 필요할 때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때 

 의료 서비스 비용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 

 리필을 비롯해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에 가야 할 때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시되 이후에 1 차 진료 

본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병원에 

하루 입원해야 할 때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때 
 

꼭 ActionHealthNYC 회원임을 알리십시오.  
 

영업시간 이후에 의사 또는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1 차 진료 본부에 

문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지난 후에도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의약품에 관해 시급한 질문이 있을 때 

진료받기 

의사 진료 방문 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의사의 진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 방문 전에 준비하십시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는 귀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귀하의 병력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음 두 페이지를 참고해 다음 번 의사 진료 

방문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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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 방문 시 준비사항  

방문 전 

□ IDNYC 카드를 찾습니다.  

□ 아래 건강 노트를 작성합니다. 

□ 최근에 받은 예방접종 목록을 지참합니다. 

□ 최근에 마지막으로 다른 의료 시설에 방문해 받은 

엑스레이 또는 의료 문서가 있다면 

지참합니다(예: 다른 의사와 상담한 일이 있거나 

응급 의료센터 또는 응급실을 방문한 일이 있는 

경우). 

□ 진료 예약 시간을 지키십시오. 일정을 다시  

예약해야 하거나 예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하십시오.  
 

방문 시 

□ 예약 관련 체크인을 할 때 IDNYC 카드를 제시합니다. 

□ 건강 노트를 사용해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와 과거 건강 문제를 설명합니다. 

□ 귀하의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사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과 다음 진료 예약 시간을 

묻습니다. 

□ 향후 예약 시간과 기타 중요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진료 계획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 저렴한 의약품과 리필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방문 후 

□ 치료 계획, 의료 정보와 검사 결과를 한곳에 보관합니다. 

□ 방문 시 의사가 내렸던 지시에 따릅니다. 

□ 약을 수령 및 복용합니다. 약품 보관 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습니다. 

일부 의약품은 냉장 보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의 복용 또는 보관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리필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1 차 진료 본부에 전화합니다. 

□ 귀하의 건강 또는 치료 계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 차 진료 본부로 연락합니다. 

 

병원 방문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보가 더 필요할 경우, “Talking to Your Doctor” 

Health Bulletin ("담당의와 상담하세요" 건강 게시판)을 참고해주십시오. 

nyc.gov/health/pubs 를 방문해 “Talking to Your Doctor" (담당의와 상담하세요)를 

검색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해 선호하는 언어로 무료 사본을 주문하십시오. 

http://www.nyc.gov/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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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트 

내 건강 상태 

귀하의 증상 및 우려사항을 기재하십시오. 현재 및 과거의 모든 건강 문제를 

설명하십시오. 

 

 

 

 

내 건강 이력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를 기재하십시오. 

 

 

 

 

내 가족 건강 이력 

가족력이 있을 수 있는 질병 또는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내 의약품 

복용 중인 모든 처방약, 비처방약, 허브, 보충제 또는 비타민을 기재하십시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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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HealthNYC 를 통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차 및 예방 치료 

1 차 및 예방 치료는 건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정기검진, 질병 치료, 

진단검사를 의미합니다. 이용 가능한 

1 차 및 예방 치료 서비스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1 차 

진료 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치료 

전문의 또는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 치료는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 의료 질환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ActionHealthNYC 의 일부 1 차 진료 본부는 해당 위치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현장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 1 차 진료 본부가 

ActionHealthNYC Network 의 다른 병원에 예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ctionHealthNYC 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기검진, 예방접종 및 당뇨병, 혈압, 암, 

기타 질병 관련 진단검사 

 치과 치료 

 안과 치료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가족 계획(피임 포함) 

 건강 관리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지원 

ActionHealthNYC 네트워크는 무엇입니까? 
 

ActionHealthNYC 네트워크는 ActionHealthNYC가 설정한 요금으로 

ActionHealthNYC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의료 클리닉과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전문의에게 진료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옵션에 대해서는 1차 진료 본부와 상의하십시오.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 클리닉과 병원 목록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특정 건강상의 필요로 인해 현재까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귀하의 건강 이력을 

알고 있는 1 차 진료 담당의를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전문의의 치료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1 차 진료 본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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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치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즉시 1 차 진료 본부에 

연락하십시오. 의사의 진료가 가능한지 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직원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ActionHealthNYC 회원이 특정 NYC Health + Hospitals 

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14 페이지 “의료 서비스 요금” 표를 기준으로 해당 

비용이 보장됩니다. 회원들께는 17 페이지 목록에 

있는 응급실 중 한 곳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응급실은 ActionHealthNYC 의 저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병원은 재정 지원 및 저렴한 납부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을 문의하십시오.  

정신건강 치료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관계 문제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담당의에게 알리고, 1 차 진료 본부에 도움을 요청해 비밀이 

보장되는 정신건강 서비스(상담 등)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비상시에는 911 로 전화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NYC Well 의 

상담원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과 같은 문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88-692-9355 (1-888-NYCWELL)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이고 연중무휴 24 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뉴욕시의 모든 병원이 이민 

신분과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귀하를 돌볼 

것입니다. 즉, 귀하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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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ActionHealthNYC 회원은 예방적 치아 관리(치아 세척, 검진 등)와 기본 시술(충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페이지의 “의료 서비스 요금” 표를 참고하십시오. 복잡한 치과 시술 

또는 수술은 요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1 차 진료 본부에서 치과 치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진료소에서 귀하를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한 치과 의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계획 

ActionHealthNYC 회원은 상담, 피임, 임신 테스트 등의 기본적인 가족 계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을 하려면 1 차 진료 본부로 전화하십시오.  

의료 및 임상병리 검사 

ActionHealthNYC 는 기본 의료 검사 또는 임상병리 검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1 차 진료 본부 또는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의료 클리닉에서 의료 

검사 또는 임상병리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 차 진료 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ActionHealthNYC 회원은 특정 1 차 진료 

본부에서 시력검사를 비롯한 기본 및 예방 

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눈 

상태가 심각하거나 복잡해(예: 백내장 또는 

녹내장) 전문 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를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한 

특정 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안과 서비스에 관해서는 귀하의 1 차 진료 

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1 차 진료 본부 
 

Manhattan 에 위치한 다음 ActionHealthNYC 1 차 

진료 본부에서만 현장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 
Chinatown  

 Community Healthcare Network Abate Health 
Center  

 NYC Health + Hospitals/Gouverneur 

 William F. Ryan-NENA Community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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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 차 진료 

본부에서 귀하를 지원할 것입니다. 일부 1 차 진료 

본부에는 현장에 약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직후에 요금을 

지불하고 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 차 진료 본부는 해당 클리닉 근처에 

위치한 약국들과 협력합니다.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을 추천해달라고 1 차 진료 

본부에 요청하십시오. 또한, 약국에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시는 BigAppleRx 라 불리는 

공식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DNYC 카드를 제시하면 여러 약국에서 

브랜드 및 일반 의약품, 일부 비처방 의약품(금연 

보조제, 당뇨 관리 용품 등)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BigAppleRx.com 을 방문하시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IDNYC 견본 카드의 뒷면입니다.  

BigAppleRx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ActionHealthNYC 를 통해 받을 수 없는 서비스 
 

ActionHealthNYC 는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차 진료 본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침술 

 척추교정 

 비복원적 미용 시술 

 장기 치료 

http://www.bigappler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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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ActionHealthNYC 서비스는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회원이 1 차 진료 본부, 

전문의 클리닉 또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회원의 소득, 가구 규모, 

이용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의 “의료 서비스 

요금”을 참고해주십시오.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의료센터 또는 병원에서는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센터 또는 병원의 청구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 또는 병원의 원무과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리닉 방문 시 드는 교통비도 보장됩니까? 

1 차 진료 본부 방문 시 드는 교통비는 ActionHealthNYC 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원은 거주 지역 또는 근무 지역과 가까운 1 차 진료 본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차 진료 

본부의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옵션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로 이동하는 비용도 보장됩니까?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로 이동하는 비용은 ActionHealthNYC 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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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요금 

ActionHealthNYC 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표를 사용해 해당 비용을 

추정하십시오.  
 

1 단계: 가구 규모를 찾습니다(본인을 포함해 귀하의 가구에 속한 성인 및 아동의 수). 

2 단계: 오른쪽 열에서 귀하의 연간 수입을 찾습니다. 

3 단계: 열의 하단에서 귀하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가구 규모 
연간 수입 

아래 수입 이하 아래 수입 사이 

1 $17,820 $17,821 - $23,760 

2 $24,030 $24,031 - $32,040 

3 $30,240 $30,241 - $40,320 

4 $36,450 $26,451 - $48,600 

5 $42,660 $42,661 - $56,880 

6 $48,870 $48,871 - $65,160 

7 $55,095 $55,096 - $73,460 

8 $61,335 $61,336 - $81,780 

 귀하의 수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그룹 A 에  

속해 있습니다. 

귀하의 수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그룹 B 에  

속해 있습니다. 

서비스 그룹 A 요금 그룹 B 요금 

클리닉 방문(1 차 또는 전문 치료)  $15 $20 

응급실 방문 $15 $20 

가족 계획 방문  $0 - $15 $20 

외래 수술 또는 MRI $150 $250 

입원  $150 $300 

예시 1: 귀하는 4 인 가구에 
속한 성인이며 가구의 연간 
수입은 $35,000 입니다. 
귀하는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귀하의 요금은 
얼마이겠습니까? 귀하는 그룹 
A 에 속해 있으므로, 
ActionHealthNYC 네트워크에 
속한 응급실을 방문하기 위해 
$15 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예시 3: 귀하의 연 소득은 
$16,900 입니다. 의사가 
귀하에게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귀하의 요금은 
얼마이겠습니까? 귀하는 
그룹 A 에 속해 있으므로,  
MRI 비용 $150 와 클리닉 
방문에 대해 $15 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예시 2: 귀하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치면 연간 
$25,500 입니다. 귀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 하루 입원할 필요 
는 없습니다.  

귀하의 요금은 
얼마이겠습니까? 귀하는 그룹 
B 에 속해 있으므로, 외래 
수술비로 $250 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표를 사용해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 예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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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서비스 

제가 선호하는 언어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뉴욕 시민에게는 ActionHealthNYC 및 시가 운영하는 의료센터에서 

무료로 언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차 진료 본부 또는 뉴욕시 

보건국(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클리닉에서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해 불만을 제기하여 주십시오.  

ActionHealthNYC 는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ActionHealthNYC 는 회원의 비밀을 존중합니다. ActionHealthNYC 는 IDNYC 를 사용하므로, 

모든 IDNYC 신청자 및 카드 소지자를 위한 보호를 확인하려면, nyc.gov/idnyc 에 방문해 

privacy and confidentiality(프라이버시와 비밀)를 검색해보십시오. 문의사항 또는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311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습니까? 

ActionHealthNYC 는 회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 차 진료 본부에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해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셨다 해서 ActionHealthNYC 의 가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ctionHealthNYC 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ActionHealthNYC 프로그램은 2017 년 6 월 30 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ActionHealthNYC 의 가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예, 어떤 사유에서든 아무 때나 ActionHealthNYC 의 가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ActionHealthNYC 의 가입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311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1 차 

진료 본부에서 정상 요금으로 계속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에 이 가입 

취소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ActionHealthNYC 가 본 프로그램에서 본인을 탈퇴시킬 수도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ActionHealthNYC 는 프로그램에서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ActionHealthNYC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악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 

약을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주는 행위와 같은 약물 유용이 

포함됩니다. 

 무질서하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직원 또는 다른 환자에 대한 

위협, 위협적인 행동 또는 폭력 행위는 금지됩니다.  

http://www.nyc.gov/id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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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HealthNYC 네트워크 

1 차 진료 본부 

가입 시에 귀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1 차 진료 본부를 선택했습니다. 반드시 선택한 

1 차 진료 본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차 진료 본부를 변경하려면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Manhattan 
William F. Ryan-NENA Community Health Center 
279 East 3rd Street, New York, NY 10009 
212-477-8527 
 
Community Healthcare Network Abate Health Center 
150 Essex Street, New York, NY 10002 
212-477-1120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 Chinatown 
268 Canal Street, New York, NY 10013 
212-379-6998 
 
NYC Health + Hospitals/Gouverneur 
227 Madison Street, New York, NY 10002 
212-238-7897 
 
Queens 
Urban Health Plan Plaza Del Sol Health Center 
37-16 108th Street, Corona, NY 11368 
718-651-4000 
 
Community Healthcare Network Family Health Center 
90-04 161st Street, 5th Floor, Jamaica, NY 11432 
718-523-2123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 37th Avenue 
136-26 37th Avenue, Flushing, NY 11354 
718-886-1200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 45th Avenue 
137-43 45th Avenue, Flushing, NY 11355 
929-362-3006 
 
NYC Health + Hospitals/Elmhurst  
79-01 Broadway, Queens, NY 11373 
718-33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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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응급실 

 
Bronx 
NYC Health + Hospitals/Jacobi 
1400 Pelham Parkway South 
Bronx, New York 10461 
718-918-5000 
 
NYC Health + Hospitals/Lincoln 
234 East 149th Street 
Bronx, New York 10451 
718-579-5000 
 
NYC Health + Hospitals/North Central 
Bronx  
3424 Kossuth Avenue 
Bronx, New York 10467 
718-519-5000 
 
Brooklyn 
NYC Health + Hospitals/Coney Island 
2601 Ocean Parkway 
Brooklyn, New York 11235 
718-616-3000 
 
NYC Health + Hospitals/Kings County 
451 Clarkson Avenue 
Brooklyn, New York 11203 
718-245-3131 
 
NYC Health + Hospitals/Woodhull 
760 Broadway 
Brooklyn, New York 11206 
718-963-8000 

Manhattan 
NYC Health + Hospitals/Bellevue 
462 First Avenue 
New York, New York 10016 
212-562-5555 
 
NYC Health + Hospitals/Harlem 
506 Lenox Avenue 
New York, New York 10037 
212-939-1000 
 
NYC Health + Hospitals/Metropolitan 
1901 First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9 
212-423-6262 
 
Queens 
NYC Health + Hospitals/Elmhurst 
79-01 Broadway 
Elmhurst, New York 11373 
718-334-2424 
 
NYC Health + Hospitals/Queens  
82-68 164th Street 
Jamaica, New York 11432 
718-883-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