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ue Shield of California는 플랜 가입자에게 진료 연속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Blue Shield 개인 및 가족 플랜(IFP, Individual and Family Plan)의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자격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Blue Shield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가입자 
서비스 부서에 전화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료 연속성 유지
Blue Shield는 건강 플랜을 변경할 때,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새로운 가입자가 
현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기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서 Blue Shield 계약 의료 
제공자로의 매끄러운 진료 이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가입자를 위한 진료 연속성
귀하 또는 귀하의 피부양자가 Blue Shield 
플랜의 신규 가입자이며 현재 귀하가 가입한 
건강 플랜의 의료진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되는 
질환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귀하는 현재 
의료진에게서 치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Blue Shield 플랜의 신규 가입자가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진료 연속성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에게서 해당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Blue Shield 플랜 
주 가입자 또는 보장받는 피부양자로서 
네트워크 비가맹 혜택이 없는 
플랜에 가입했거나, 

•  Blue Shield 가입자로서 Blue Shield
에 가입하기 전 건강 보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였으나 해당 건강 플랜이 건강 플랜 
마켓에서 탈퇴한 경우 

Blue Shield가 귀하 또는 귀하 피부양자의 
진료 연속성을 승인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이 Blue Shield
의 네트워크 (계약) 요금을 수락해야 하며, 
해당되는 코페이 또는 공동 보험료만을 
받아야 하고, 귀하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설명이 적용되는 경우 진료 연속성 이용 
자격이 없습니다. 

•  Blue Shield의 새로운 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이전에 건강 플랜 보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  Blue Shield 가입자로서, 가입일 이전에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에게서 확실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아래 설명된 해당되는 질환이 없는 가입자. 

•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이 Blue Shield
의 네트워크 계약 요금을 수락하지 
않는 가입자.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

blueshield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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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Blue Shield 건강 플랜에 
가맹되어 있지 않은 현재 의료진에게서 진료를 
완료할 자격이 되는 질환이나 상황의 예시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에 
제한이 있는 심각한 질환(Blue Shield of 
California 건강 플랜에 계약된 의료진에게 
진료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의 급성기를 지나지 않아야 함). 

•  일정 기간의 치료 과정을 완료해야 하고 
Blue Shield of California 건강 플랜에 
계약된 의료진에게 진료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조율해야 하는 심각한 만성 
질환(단, 보장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출산 직후 기간을 포함한 임신. 

•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위한 진료
(보장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존 의료진이 보장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에 시행하도록 권고하여 
문서화하였고 Blue Shield가 승인한 
수술 또는 기타 치료. 

•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말기 질환. 해당 말기 질환이 지속되는 
동안 보장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현재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의 
Blue Shield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있는 당사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자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치과 서비스
현재 심각한 치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Blue Shield의 추가 치과 플랜 혜택을 구매한 
경우, 귀하의 현재 치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의 Blue Shield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 서비스 부서로 
전화하여 당사 치과 플랜 관리자인 Dental 
Benefit Providers of California Inc.에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 이용 방법
Blue Shield 건강 혜택 플랜에 가입할 때, 
귀하는 플랜의 의료진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기존 의료진에게서 진료를 완료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Blue Shield의 
진료 연속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주십시오. 
귀하의 건강 플랜이 발효되기 적어도 30일 전 
또는 진료 연속성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한 
즉시 본 양식을 작성하시고, 양식에 적혀있는 
주소 또는 팩스 번호를 이용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셔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에게서 치료를 완료하고자 하는 귀하의 
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
귀하의 담당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병원 등)가 귀하의 건강 플랜의 
의료진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 
고객 서비스 부서가 당사 의료 서비스 
솔루션 부서로 귀하의 진료 연속성 서비스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연락합니다. 주법이 허용하는 
바대로, 해당 의료진은 반드시 같은 가격 책정 
지역의 해당 플랜 가맹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상환 방법 및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 등 특정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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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현재 의료진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에게서 진료를 
완료하고자 하는 귀하의 요청은 거절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 서비스 솔루션 부서는 
의료진(들)을 바꾸는 것이 귀하의 질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타당하게 고려하면서, 
귀하 혜택 플랜의 의료진 네트워크와 
계약한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이전하도록 
지원합니다. 귀하의 현재 의료진이 요구 조건에 
동의할 경우, Blue Shield는 귀하의 현재 
의료진을 통한 진료 완료를 승인하고, 특별 
조항 및/또는 제한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서비스는 
귀하의 Blue Shield of California 플랜 계약 
또는 정책 이용 조건하에 보장되지 않는 
혜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 Blue Shield 가입자를 위한 
진료 연속성

본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진료 연속성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현재 주 가입자 또는 등록된 피부양자로서, 
현재 가입한 건강 플랜의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의료진에게 해당되는 질환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고용주 그룹 보험 가입자로서, 그룹 플랜이 
변경되었으며, 그룹이 더는 네트워크 
의료진에게 현재의 치료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Blue Shield가 귀하 또는 귀하 피부양자의 
진료 연속성을 승인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이 Blue Shield
의 네트워크 (계약) 요금을 수락해야 하며, 
해당되는 코페이 또는 공동 보험료만을 
받아야 하고, 귀하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설명이 적용되는 경우 진료 연속성 이용 
자격이 없습니다. 

•  현 Blue Shield 가입자로서, 자발적으로 
플랜을 변경하고 현재 의료진이 새로운 
플랜의 네트워크에 가맹되지 않은 경우. 

•  아래 설명된 해당되는 질환이 없는 가입자. 

•  셀프 펀딩 그룹 보험에 등록한 가입자로서, 
그룹 보험의 고용주가 특별히 진료 연속성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이 Blue Shield
의 네트워크 계약 요금을 수락하지 
않는 가입자. 

다음은 귀하의 Blue Shield 건강 플랜에 
가맹되어 있지 않은 현재 의료진에게서 진료를 
완료할 자격이 되는 질환이나 상황의 예시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에 
제한이 있는 심각한 질환(Blue Shield of 
California 건강 플랜에 계약된 의료진에게 
진료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의 급성기를 지나지 않아야 함). 

•  일정 기간의 치료 과정을 완료해야 하고 
Blue Shield of California 건강 플랜에 
계약된 의료진에게 진료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조율해야 하는 심각한 만성 
질환(단, 보장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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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직후 기간을 포함한 임신. 

•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위한  
진료(보장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존 의료진이 보장 발효일로부터 180
일 이내의 기간에 시행하도록 권고하여 
문서화하였고 Blue Shield of California가 
승인한 수술 또는 기타 치료. 

•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말기 
질환. 해당 말기 질환이 지속되는 동안 
보장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현재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의 
Blue Shield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있는 당사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자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치과 서비스
현재 심각한 치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Blue Shield의 추가 치과 플랜 혜택을 구매한 
경우, 귀하의 현재 치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의 Blue Shield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 서비스 부서로 
전화하여 당사 치과 플랜 관리자인 Dental 
Benefit Providers of California Inc.에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 이용 방법
귀하의 의료진이 귀하가 가입한 Blue Shield 
건강 플랜의 네트워크에서 제외되어 당사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플랜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적힌 
Blue Shield 부서로 연락하여 진료 연속성 
서비스 신청서를 받거나 Blue Shield 웹사이트 
blueshieldca.com/bsca/member-forms.sp 
에서 신청서를 받아주십시오. 양식을 작성하여, 
양식에 안내된 방법으로 당사에 보내주십시오. 

Blue Shield는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며, 해당 의료진은 주 법이 허용하는 
바대로 계약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특정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의료진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의료진에게 진료를 완료하려는 귀하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의료 서비스 솔루션 부서는 
의료진을 변경하는 것이 귀하의 질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타당하게 고려하면서, 
Blue Shield 네트워크 가맹 의료진에게 의료 
서비스를 이전하도록 지원합니다. 

귀하의 현재 의료진이 요구 조건에 동의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현재 의료진을 통한 계속 
진료를 승인하고, 특별 조항 또는 제한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당사 진료 연속성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서비스는 귀하의 Blue Shield 건강 플랜 
이용 조건하에 보장되지 않는 혜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http://www.blueshieldca.com/bsca/member-forms.sp


Blue Shield of California
50 Beal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Discrimination is against the law
Blue Shield of California complies with applicable state laws and federal civil rights laws, and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ncestry, religion, sex, marital status,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ge or disability. Blue Shield of California does not 
exclude people or treat them differently because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ncestry, religion, 
sex, marital status,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ge or disability.

Blue Shield of California:
•  Provides aids and services at no cost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us such as:
 -   Qualified sign language interpreters
 -    Written information in other formats (including large print, audio, accessible electronic 

formats and other formats)
•  Provides language services at no cost to people whose primary language is not English such as:
 -   Qualified interpreters
 -    Information written in other languages

If you need these services, contact the Blue Shield of California Civil Rights Coordinator.  
If you believe that Blue Shield of California has failed to provide these services or discriminated 
in another way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ncestry, religion, sex, marital status,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ge or disability, you can file a grievance with:

Blue Shield of California 
Civil Rights Coordinator 
P.O. Box 629007 
El Dorado Hills, CA 95762-9007
Phone: (844) 831-4133 (TTY: 711) 
Fax: (844) 696-6070 
Email: BlueShieldCivilRightsCoordinator@blueshieldca.com

You can file a grievance in person or by mail, fax or email. If you need help filing a grievance, our 
Civil Rights Coordinator is available to help you. You can also file a civil rights complaint with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electronically through the 
Office for Civil Rights Complaint Portal, available at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or by mail or phone a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800) 368-1019; TTY: (800) 537-7697

Complaint forms are available at 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

Bl
ue

 S
hi

el
d 

of
 C

a
lif

o
rn

ia
 is

 a
n 

in
d

ep
en

d
en

t m
em

b
er

 o
f t

he
 B

lu
e 

Sh
ie

ld
 A

ss
oc

ia
tio

n 
   

A
20

27
5 

(1
/1

8)
 

Blue Shield of California
Notice Informing Individuals about Non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Requirements



Notice of the Availability of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Blue Shield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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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the Availability of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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