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s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Waiver Programs(아동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의 중요 변경 사항

부모, 청소년, 그리고 간병인/도우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의 자녀는 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HCBS,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는 현재 아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아이들이
HCBS 혜택에 접근하는 방법을 변경하며, 여러분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서비스 참여 자격을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 참여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관련해 몇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받으시는 서비스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케어 관리를 받는 방법 또한 바뀔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언제 바뀔 예정인가요?
HCBS Waiver Programs(HCBS 면제 프로그램)
뉴욕 주는 여러 가지 면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여 어린이의 HCBS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9 년 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받고 있는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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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Health Homes(어린이 헬스 홈)
2019 년 1 월 1 일부로 HCBS 케어 관리는 Children’s Health Homes(어린이 헬스 홈)
에서 제공합니다. 헬스 홈이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케어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인 케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헬스 홈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나서도 본인의 현재 케어 관리
제공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케어 관리자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케어 관리자는 또한 여러분의
선택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헬스 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 드릴 것입니다.
Children and Family Treatment and Support Services(어린이와 가족 치료 및 지원
서비스)
2019 년 1 월 1 일부로 Medicaid 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어린이와 가족 치료 및 지원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21 세 미만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도와 그들의 건강과 웰빙의 개선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케어
관리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런 서비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움이
될지를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왜 이러한 변화를 적용합니까?
뉴욕 주는 아동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edicaid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는
중입니다. 자격을 충족한 어린이들은 현재는 받을 수 없는 추가적인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Medicaid 는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 없이 새로운 서비스의 일부를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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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현재 참여하는 서비스를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 참여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관련해 몇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이름이나,
서비스 접근 방법, 또는 서비스 제공 방법 규칙이 바뀔 수도 있으며, 케어 관리가
제공되는 방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많은 선택 사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Medicaid Managed Care Plan(Medicaid 관리 의료 플랜)에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 중 일부는 이미 Medicaid Managed Care
Plan(Medicaid 관리 의료 플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플랜을 선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사항이 적용된다면, 플랜을 선택해야 할 시기에 알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일부 아이들은 Medicaid Managed Care Plan(Medicaid 관리 의료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서비스 비용은 일반 Medicaid 를 통해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플랜 가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케어 코디네이터와 의논하시거나
1-800-505-5678 (TTY 1-888-329-1541)로 New York Medicaid Choice 에 연락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 변경 사항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의 면제 프로그램 케어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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