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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임시로 어린이를 부양하는 친척,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회신: Children’s 1915(c) Waiver Program(어린이 면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재 Children’s 1915(c)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Waiver Program (HCBS, 어린이의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서신은 뉴욕 주가 어린이에게 HCBS가 제공되는 방법을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무엇이 언제 바뀔 예정인가요?
다음 면제 프로그램은 하나의 새로운 어린이 면제 프로그램으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

Office of Mental Health(OMH, 정신보건국)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waiver(중증
감정 장애 면제)

●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PWDD, 발달 장애국) Care at Home
waiver(가정 관리 면제)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OCFS.,아동가족부) Bridges to Health SED
waiver(중증 감정 장애 면제), B2H Developmental Disability waiver(발달 장애 면제),
그리고 B2H Medically Fragile waiver(의료적으로 취약한 상태 면제)

신청인의 케어 코디네이터는 신청인이 새롭게 통합된 어린이 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신청인은 새롭게 통합된 어린이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지금 받고 계신 것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새롭게 통합된 어린이 면제 프로그램으로 이동되고 나면, 위에 나열한 1915(c)
면제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됩니다. 즉, 신청인께 제공되던 1915(c) 면제 프로그램은 2019년 3
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별 참고 사항: Department of Health Care at Home(가정건강관리부) I/II 1915(c)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경우, 신청인의 면제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동으로 새롭게 통합된 어린이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케어
코디네이터가 여기에 따르는 사항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제 아이가 받는 서비스가 바뀌게 되나요?
여러분의 아이는 여전히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케어 관리를 받는 방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신청인의 아이가 더
많은 서비스 옵션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케어 코디네이터가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뉴욕은 왜 이러한 변화를 적용합니까?
이 모든 면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뉴욕 주의 Medicaid(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있는 아이들은 지금 받을
수 없는 일부 HCBS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케어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거나 518-473-5569로
Department of Health(보건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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