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9 월 중, 뉴욕주에서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뉴욕주 거주자에게
메디케이드의 새로운 프로그램 ”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ayment

(DSRIP)” 에 대한 편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하여 의료 혜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뉴욕주정부에서는 8 월과 9 월 중에 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편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는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관련하여 변경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입니다. 당신의 메디케이드 혜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원활한 실행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의료제공자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고 함께 일할 것입니다. 만약 주정부가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관련한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공되어진 정보들은 의료 제공자 또는 기관들이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뉴욕 주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의료진 또는 기관들이 여러분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본인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원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30 일 이내에 이 편지에 안내 되어있는 방법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만약 30 일 안에 아무 답이 없을 경우, 정부는 본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DSRIP 이란?
DSRIP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혜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가 서로 맺은 계약 중의 하나입니다. 의료 제공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며 이것을 Performing Provider Systems (PPS)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PPS 는 병원이나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센터 (커뮤니티건강센터), 전문의,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주도되어 집니다. 이 PPS 들이 DSRIP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그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줄거라는 전제 하에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There will soon be a phone number for people to call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mailing.
That information will be sent out as soon as possible.
Please visit www.medicaidmattersny.org for more information on the DSRIP program.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욕 메디케이드 초이스 ###-###-####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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