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Potrero Grande Drive
Monterey Park, CA 91755

BLUE SHIELD PROMISE CAL MEDICONNECT 2022 의료제공자 및 약국 목록에 대한 수정본
이것은 귀하의 2022 Blue Shield Promise Cal MediConnect 보험적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저희 플랜의 가입자로서 귀하의 보험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2
의료제공자 및 약국 목록을 귀하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2022 의료제공자 및 약국 목록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 트되었다는 통지입니다. 섹션 B3: 장기 관리 서비스 및 지원(Long-Term Services
and Support, LTSS)이 변경되었습니다.
15부터 16페이지에 있는 섹션 B3에서, Blue Shield Promise는 가정 내 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및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Multipurpose Senior Service
Programs, MSSP)에 대한 참조를 삭제했습니다. 아래에서 귀하는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2022 의료제공자 및 약국 목록에 대한 변경
삭제된 단어는 아래 표에서 줄을 그어 표시합니다. 삭제된 문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삭제된 문구.

의료제공자 및
약국 목록
B3. 장기 서비스
및 지원, 15에서
16페이지

기존의 정보
Blue Shield Promise
Cal MediConnect
가입자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
서비스 및 지원(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LTSS)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된 정보

이 변경사항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Blue Shield Promise Cal 귀하의 IHSS 혜택은
MediConnect 가입자로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은 캘리포니아
장기 서비스 및 지원
사회복지부(California
(long-term services and Department of Social
supports, LTSS)을 받으실 Services)에서 관리합니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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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장기 서비스
및 지원, 15에서
16페이지

간호 서비스, 물리, 작업
및 언어 치료, 치료적
행동 및 커뮤니티 내
센터에서의 식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성인 주간 서비스
(Community-Based
Adult Day Services,
CBAS). 간병인의 지원
없이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정 내 관리인 가정
내 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Blue Shield Promise
Cal MediConnect
Plan에서 제공하는
기타 장기 서비스
및 지원에는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Multipurpose Senior
Services Program,
MSSP)이 포함됩니다.
MSSP는 Medi- Cal
의 자격이 있고 간호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지만 커뮤니티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65
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Medicaid 면제 사례
관리 프로그랩입니다.
MSSP 치료 매니저는
수혜자와 그들의 가족,
의료 팀과 협력해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파악하고 조정합니다.
장기 치료/보호 간호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으나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Medi-Cal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
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은 본인의 의료적
필요에 가장 적절한
진료 수준에 거주하게
되며

간호 서비스, 물리, 작업
및 언어 치료, 치료적
행동 및 커뮤니티 내
센터에서의 식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성인 주간 서비
(Community-Based
Adult Day Services,
CBAS).

Blue Shield Promise
Cal MediConnect Plan
에서 제공하는 기타 장기
서비스 및 지원에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으나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Medi-Cal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 관리 서비스인
장기 치료(Long-Term
Care, LTC)/보호 간호를
포함합니다.
개인은 의료적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간호
시설(Nursing Facility,
NF)에 거주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의료제공자를 찾으시려면
이 목록의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진료 코디네이터는
귀하의 자택 또는
커뮤니티에서 귀하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IHSS, MSSP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자격 요건
및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MSSP 혜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MSSP
센터에서 MSSP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캘리포니아
노령화 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에서
관리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얻으십시오. blueshieldca.com/go에서 귀하의 프로필을 생성 또는 수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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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전문 간호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SNF), 아급성
시설 및 즉각적인 진료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의료제공자를
찾으시려면 이
목록의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이 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추후 참고 자료로
이 정보를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855) 905-3825(TTY: 711)번으로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귀하는 본 문서를 무료로 대형 활자 인쇄본, 점자 또는 오디오와 같은 다른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55) 905-3825(TTY: 711)번으로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
Blue Shield Promise Cal MediConnect Plan은 Medicare 및 Medi-Cal 모두의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양 프로그램 모두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강플랜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얻으십시오. blueshieldca.com/go에서 귀하의 프로필을 생성 또는 수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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