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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이름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Aetna Better Health 

가입자 서비스부 

전화: 1-855-456-9126 

팩스: 1-855-863-6421 

웹사이트: 

aetnabetterhealth.com/newyork 

Aetna Better Health 

55 West 125th Street 

Suite 1300 

New York City, 

NY 10027 

청각 장애 서비스 New York Relay 7-1-1 

비응급 교통편 귀하의 건강 관리 팀 담당자 또는 

Aetna Better Health 서비스부에 

1-855-456-9126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응급 의료 서비스 9-1-1

치과 서비스 

Healthplex에서 제공 

1-800-468-9868

TTY: 1-800-662-1220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 

안과 서비스  

EyeQuest에서 제공 

1-855-873-1282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언어 통역 서비스 Aetna Better Health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Grievance and Appeals Aetna Better Health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팩스: 1- 855-264-3822 

Aetna Better Health 

Grievance & 

Appeals 

Department 

55 West 125 Street 

Suite 1300 

New York City, 

NY 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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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남용 핫라인 1-855-456-9126 

Nassau 카운티 

사회복지부(DSS) 

516- 227-7474 

Suffolk 카운티 

사회복지부(DSS) 

631-854-9935 

New York 시 

인적자원관리국(HRA) 

1-877-422-8411 

NY Department of 

Aging(뉴욕 주 노인부) 

518-474-7012 

NYS 재무서비스부  1-800-400-8882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PO Box 7209 

Albany NY, 

12224-0209 

뉴욕 주 

보건부  

관리형 장기 치료국 

뉴욕 주 

보건부 

(불만 제기) 

1-866-712-7197 

뉴욕 주 

Medicaid 선택 

1-888-401-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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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NA BETTER HEALTH 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형 장기 치료 건강 보험으로 Aetna Better Health 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고객에게 필요한 치료 품질 

• 가입자 존중 

• 탁월한 고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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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na Better Health 는 뉴욕의 새로운 관리형 장기 치료 플랜입니다. 당사는 뉴욕 주가 

처음이지만, 장기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20년 이상 관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들과 

커뮤니티 그룹과 함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회사인 Aetna 는 120만 명의 Medicaid 가입자를 포함하여 3650만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규모의 주요 보험사입니다. 

Aetna Better Health 의 목표는 가입자분들이 외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래 

집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입자로서 유용한 혜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플랜과 혜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입자 안내서 

시간을 내어 가입자 안내서를 읽어 주십시오. 

이 가입자 안내서에서는 관리형 장기 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서비스 요청, 

불만이나 고충 제기, Aetna Better Health 에서 탈퇴하는 방법, 가입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알려줍니다. 이 안내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형 장기 치료란 무엇입니까? 

• 장기 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 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치료 관리란 무엇입니까?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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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장기 치료란 무엇입니까? 

관리형 장기 치료의 주요 목표는 가입자분들이 외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이나 커뮤니티에 머물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가입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의학적, 개인적,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Aetna 

Better Health 는 이 지역에 좋은 품질의 제공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가입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로서, 귀하에게는 가입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건강 관리 팀이 

배정됩니다. 이 팀은 가입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 치료 제공자, 서비스 

및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생활의 활동(ADL)을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보조원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ADL에는 다음과 같은 일상 활동이 포함됩니다. 

• 

 

 

 

 

식사 

• 화장실 가기 

• 침대에서 일어나기 

• 목욕 

• 옷입기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도움은 가정 건강 보조나 개인 관리 보조와 같은 간병인들이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가정에 머물 수 없는 경우에도 도울 수 있습니다. 팀의 목표는 귀하가 가능하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짧은 기간 머물거나 영구적으로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입자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귀하의 치료 관리자가 이 결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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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서비스 

Aetna Better Health 의 가입자 서비스부에서 귀하를 도와드립니다. 이 전화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1-855-456-9126 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입자 서비스부가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 나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치료를 받습니까? 

• 내가 받는 혜택과 의료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사전 의료 지시서란 무엇입니까? 또는 사전 의료 지시서 정보를 어떻게 얻습니까? 

• 불만이나 고충은 어떻게 제기합니까? 

• 공청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언어, 형식 및 통역 서비스 

본 안내서 및 기타 가입자 정보는 여러 언어 또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본 

안내서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예입니다. 

• 

 

 

다른 언어로 된 서면 자료 

• 대형 활자본  

• 녹음  

다른 형식이나 언어로 된 모든 안내서와 가입자 정보는 무료이며 다른 언어로 

제공됩니다. 1-855-456-9126 번의 Aetna Beten Health 가입자 서비스부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가입자 서비스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어떤 언어이든 통역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제공자, 통역사가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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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경우 NY 릴레이 7-1-1로 전화하여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설명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간병인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화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3일 

전에 알려 주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Aetna Better Health 웹 사이트 

Aetna Better Health 의 웹 사이트는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 웹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거나 혜택 정보, 가입자 뉴스레터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aetnabetterhealth.com/newyork 을 방문하십시오.  

이용 자격 및 등록 도움말 

Aetna Better Health는 관리형 장기 치료 플랜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치료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etna Better Health 가입을 취소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Aetna Better Health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1세 이상. 

• Medicaid 가입 자격 보유. 

• 귀하는 뉴욕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개발한 자격 평가 도구에 

의해 결정된 대로 MLTC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CFEEC (Conflict Free 

Evaluation and Enrollment Center)에서 결정한 대로 MLTC 요양원 수준의 

간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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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에서 보장하는 다음 CBLTCS (Community Based 

Long Term Care Services) 요건 중 하나 이상을 효력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상 동안 

필요로 해야 합니다. 

a. 가정에서의 간호 서비스 

b. 가정에서의 치료 

c. 재택 건강 지원 서비스 

d. 가정에서의 개인 돌봄 서비스 

e. 성인 일일 건강 관리 

f. 개인 간호 

g. 환자 지정 보호인 서비스 

• 

 

귀하의 의료 요구는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에서 보장하는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Manhattan 

▪ Brooklyn 

▪ Queens 

▪ Nassau 카운티 

▪ Suffolk 카운티 

▪ Bronx 

• 귀하께는 Aetna Better Health 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 의사(주치의)가 있거나 

당사와 함께 일할 의사로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가입 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 서비스에 대한 

진료주문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CFEEC (Conflict Free Evaluation 

and Enrollment Center) Aetna Betna Health MLTC 는 부서에서 발행한 지침에 

정의된 CFEEC 등록 규약과 이행 계획을 준수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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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환  

Medicaid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장기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Aetna Better 

Health 로 전환하는 개인은 전환 후 또는 Aetna Health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90일 동안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또한 환자/근무자 관계는 동일한 90일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시도됩니다. 현재 서비스를 

받지 않는 신규 가입자 요청 등록은 Aetna Better Health 에서 부서가 지정한 평가 

도구(현재 균일한 평가 시스템(UAS))를 사용하여 각 신청자의 등록을 평가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는 지원자를 평가할 때 부서에서 승인한 추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id 커뮤니티 기반 장기 치료 프로그램에서 환자가 전환되는 경우, 플랜은 이제 

모든 제한사항에 대해 조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서비스의 감소, 중단 

또는 종료는 공정 청문회와 외부 이의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공정 청문회를 요청할 때 

승인된 서비스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 

Aetna Better Health 에 가입하려면 1-855-456-9126 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귀하를 

가입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Aetna Better Health 에 등록해도 Medicare 또는 Medicaid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사 방문, 실험실, 약국 및 Medicare 또는 Medicaid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치료 관리자가 이러한 서비스와 교통 수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etna Better Health 는 귀하의 건강 상태, 건강 상태의 변화 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 

비용에 근거하여 가입을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입하기: 

1) 전화로 예약 일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본인이나 다른 분이 대신하여(가족이나 서비스 

제공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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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LTC 자격에 대한 Aetna Better Health 최초 평가는 가입을 요청하거나 가입 

브로커의 의뢰를 받은 사람이 첫 계약 후 30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3)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공인 간호사가 

귀하의 집에서 평가를 마칠 것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귀하의 건강과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문에서는 다음을 실시합니다. 

−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가입 신청서 및 Medicaid 신청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귀하의 Aetna 

Better Health 에 대한 신청은 Medicaid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 귀하는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에 가입함과 동시에 Medicaid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이미 유효한 Medicaid가 있는 경우보다 적어도 한두 

달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이 가입자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이 안내서에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내서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입자의 권리 및 책임 포함. 

− 서비스 제공자 명부를 검토합니다. 

− 귀하 및 귀하의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예: 가족 구성원)과 함께 제안된 치료 

계획을 준비합니다.  

가입에 관심이 있고 Aetna Better Health 가입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담당자는 다음에 서명해야 합니다. 

• 

 

 

 

가입 계약서.  

• 개인정보 요청 양식. 이렇게 하면 치료 관리자가 귀하의 주치의와 귀하의 치료 계획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간호 평가에 대한 승인. 당사의 간호사가 평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사진 공개(옵션). 

필요하다면 New York State Medicaid에 귀하의 신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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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Medicaid 신청서는 검토되며, Medicaid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은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NYC HRA) 또는 Nassau 또는 Suffolk 카운티의 

LDSS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가입자 안내서에 

설명된 보장 범위는 Aetna Better Health Plan 가입 발효일에 유효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가입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Aetna Betna Better Health 가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플랜이나 가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가입 효력 발생일 이전 달 20일 

정오까지 신청서 또는 가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면으로 철회 

통지서가 귀하께 발송됩니다.  

Aetna Better Health에 처음 가입하여 네트워크에 없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에 가입한 날부터 최대 90일 동안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려면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해야 합니다. 

• 

 

 

Aetna Better Health 의 지급요율을 수락합니다. 

• 의료품질 보증을 포함한 Aetna Better Health 의 정책을 준수합니다. 

• Aetna Better Health 에 치료에 관한 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영 패킷 

Aetna Better Health 에 가입하면 환영 패킷을 받게 됩니다. ID 카드는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환영 패킷 내용물: 

• 

 

 

환영 서신 

• 환영 뉴스레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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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ID 카드 

저희 건강 플랜에 가입하시면 Aetna Better Health ID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1-855-456-9126 의 가입자 

서비스부(Member Services)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새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ID 카드에는 보장 유효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저희 건강 플랜의 가입자로서 

서비스가 개시되는 날짜입니다. 항상 이 카드와 Medicare 또는 Medicaid 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귀하의 ID 카드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Aetna Better Health ID 카드의 앞면 

 

Aetna Better Health ID 카드의 뒷면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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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na Better Health 의 가입자로서, 귀하는 Healthplex로부터 치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Healthplex에서 치과 ID 카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치과 진료를 받을 때마다 

ID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 

환영 패킷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건강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줍니다. 귀하의 건강 기록 사본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귀하의 

기록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귀하의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입니다. 당사는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다른 사본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당사 웹 

사이트(aetnabetterhealth.com/newyork)를 방문해 주십시오. 

가입자 권리 및 책임 

가입자 권리 

Aetna Better Health 가입자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 

 

 

 

 

 

 

 

귀하는 존중과 존엄성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치료 관리자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치료 및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진료 기록에 관해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귀하가 이해하는 방식 및 언어로 치료 옵션 및 대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귀하가 이해하는 언어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동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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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의료 기록 사본을 받고 의료 기록을 수정하거나 정정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여 건강 치료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강압, 훈육, 편의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통제나 격리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성별, 인종, 건강 상태, 피부색,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혼인 상태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플랜의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보장 혜택을 받는 방법을 포함해, 관리형 장기 치료 

플랜으로부터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는 장소, 시기 및 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1-866-712-7197 번으로 전화하여 뉴욕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뉴욕 주 정부 공정 청문회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뉴욕 주 

외부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etna Better Health는 공정 청문회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정 청문회를 열려는 가입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치료와 진료에 대해 귀하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Participant Ombudsman 프로그램의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Participant Ombudsman 은 독립 소비자 옹호 네트워크(Independent Consumer 

Advocacy Network, ICAN)라 불리는 독립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뉴욕 주 내에서 장기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료 옴부즈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CAN은 수신자 부담 

전화 1-844-614-8800번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온라인 icannys.org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http://icannys.org


 

 

 

 aetnabetterhealth.com/newyork  

가입자 서비스부 1-855-456-9126 (TTY: 711) 수신자 부담 전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가입자 안내서  개정 버전 10_2019 

18 
 

편견 없는 건강 플랜 선택, 상담 및 일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가입에 관한 

가입자의 불만 사항 및 우려 사항 수집, 서비스 이용, 기타 관련 문제 등의 가입 전 지원 

제공 가입자에게 주 정부 차원의 공정 청문회, 고충 처리 및 불만 신청에 관한 권리, 

건강 플랜 내부 프로세스의 이해를 돕고 필요/요청 시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을 도움. 

플랜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록 요청, 보장되는 플랜 혜택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자원 및 지원을 플랜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림  

가입자의 책임 

Aetna Better Health 의 가입자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관리형 장기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귀하의 각 권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책임. 

•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질문을 할 책임. 

• 주치의(PCP) 또는 치료 관리자의 이름을 숙지할 책임.  

• 본인의 건강 관리 및 치료를 받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할 책임. 

• Aetna Better Health 소속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책임. 

• 필요에 따라 주치의, 치료 관리자 또는 건강 관리 팀의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받을 책임. 

• 응급실에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 

• 응급실을 사용하거나, 입원하거나, 새 처방전을 받거나,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천서를 받을 때마다 건강 관리 팀에 연락할 책임. 

•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전문가를 존중할 책임. 

• Aetna Better Health 에게 치료 필요성, 문제점, 질문 사항 또는 문제를 통보할 책임. 

•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책임. 

• 본인의 진료나 건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책임.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서비스 제공자에 전달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에 

참여할 책임. 

• 외출하거나 시내에 나갈 때 Aetna Better Health 에 알릴 책임.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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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tna Better Health 에 필요한 모든 지불을 이행할 책임. 

• 치료 관리자의 조언을 따르거나 치료 계획을 따를 수 없거나 따를 의사가 없는 경우 

치료 관리자에게 알릴 책임. 

• 가입자 ID 카드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제시할 책임. 

• 현재 가지고 있는 기타 보험에 대해 Aetna Better Health 에 알려줄 책임. 

• 다른 건강 관리 혜택을 신청할 경우 Aetna Better Health 에 알려줄 책임. 

• 주소나 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건강 관리 팀 또는 가입자 서비스부(Member 

Services)의 수신자 부담 전화(1-855-456-9126)로 연락해 주십시오. 

치료/치료 관리 받기 

치료 관리(Care Management) 

Aetna Better Health 는 모든 가입자에게 치료 관리자와 건강 관리 팀을 제공합니다. 

치료 관리자가 팀을 이끕니다. 치료 관리는 가입자가 개인 중심의 서비스 

플랜(Person-Centered Service Plan, PCSP)에서 정한 필수 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료 관리 서비스에는 필요한 서비스가 PCSP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사회, 교육, 심리, 재무 및 기타 서비스를 얻기 

위한 서비스 의뢰, 지원 또는 서비스 조정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Aetna Better Health 의 가입자가 되기로 동의하면, 귀하의 치료 관리자가 귀하의 

집을 방문했던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귀하의 가정 방문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치료 관리자가 귀하께 연락하여 귀하의 요구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중심의 서비스 플랜(Person-Centered Service Plan, 

PCSP)을 준비하게 됩니다.  

귀하의 치료 계획은 귀하의 건강 상태와 건강 관리 요구에 기초해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주치의는 당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귀하 및 귀하의 치료 관리자와 상담하며, 귀하의 치료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가족분, 간병인, 그리고 중요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치료 계획에는 귀하에게 필요한 개인 관리 시간이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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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어 있습니다. 치료 계획에는 Aetna Better Health 에서 받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가 나열됩니다. 치료 계획은 Aetna Better Health 에서 다룰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일정을 설명합니다. 귀하의 치료 계획은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은 우리 모두 함께 귀하를 

도울 방법을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최대한 건강해지도록 돕기 

위해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개인 중심의 서비스 플랜(Person-Centered Service Plan, PCSP)이 마련되면 관리 팀이 

필요한 모든 치료 및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건강 관리 팀은 귀하와 

협력하여 귀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치료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 팀은 

귀하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을 준비할 것입니다.  

치료 책임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etna Better 

Health 의 건강 관리 팀은 재평가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지만 ‘균일한 평가 

시스템’(Uniform Assessment System)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임된 조정을 

통해서만은 수용할 수 없는 각 가입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소 1회의 건강 관리 

가정 방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c. 각 가입자를 위한 건강 관리와 치료 플랜의 수준 및 정도가 가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고 가입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심각성 또는 중대성에 대응하는 것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d. 계층적 구조를 고려하여 가입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심각성 또는 중대성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건강 관리자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건강 관리가 “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건강 관리 규약은 그러한 팀의 운영 방식을 다루어야 합니다. 

e. 해당되는 경우, 평가 및 재평가 이후 가입자와 함께 건강 플랜을 작성할 때 수요자 

주도형 개인 지원 서비스(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CDPAS) 및 

기타 서비스 옵션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f. 가입자/회원 연락처에 대한 합리적인 최소 필수 대응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가입자의 필요와 요청의 유형을 고려하는 계층적 필요 분류 원칙을 기초해야 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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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건강 관리나 장기 치료, 사회 복지, 간호 또는 관련 분야에 적절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확인합니다. 

귀하는 항상 치료 관리자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여 건강 관리 

팀과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나 주말에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 가거나 긴급 

진료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도움을 줄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드립니다. 그럴 경우 치료 관리자가 상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건강 관리 팀의 누군가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는 귀하의 가입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 1일에 시작됩니다. 

귀하의 건강 관리 팀은 의사 방문, 처방약, 병원 입원과 같은 귀하의 치료를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요구와 우려 사항을 

건강 관리 팀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계속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건강 관리 팀은 치료 계획을 적어도 일년에 두 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 팀은 귀하의 상태가 변경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치료 계획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설명된 

MLTC 과도기적 의료 정책에 대한 혜택이나 환자 집단에 특유한 의료 행위별 수가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가입 후 90일 동안과 계약자의 PCSP가 시행될 때까지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가입자가 FFS Program 에 따라 받은 것과 동일한 수준, 범위, 금액에 따라 

CBLTCS 및 ILTSS를 승인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a. 서비스 제공자 참가 계약서에서 과도기적 치료의 승인을 위한 대안적 방식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기적 치료 CBLTCS 및 ILTSS 제공자에 대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b. 기존 의료 지시(medical order)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직전이고 과도기 동안 

CBLTCS 및 ILTSS의 계속적 제공을 위해 새로운 의료 지시가 필요하지만 합당한 노력을 

한 이후에도 이를 얻지 못한 때, 계약자는 CBLTCS 및 ILTSS 제공자와 협력하여 가입자를 

위해 안전한 전환(더 높은 수준의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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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심의 서비스 및 건강 관리 팀은 서면 치료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가입자가 

치료 계획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개인 중심의 서비스에는 

가입자의 기능적 수준 및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재 및 고유한 심리적, 의료적 요구 

및 기록에 대한 고려도 포함됩니다. 치료 관리는 가입자가 개인 중심의 서비스 

플랜(Person-Centered Service Plan, PCSP)에서 정한 필수 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치료 관리 서비스에는 필요한 서비스가 

PCSP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사회, 교육, 심리, 재무 

및 기타 서비스를 얻기 위한 서비스 의뢰, 지원 또는 서비스 조정이 포함됩니다. 

Aetna Better Health 가입자는 사전에 치료 관리 직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 

내에서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여 장기 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경우 건강 관리 팀에서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것입니다. 당사의 네트워크에 없는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건강 

관리 팀에 전화해 주십시오. Aetna Better Health 는 42 CFR 438.208의 조정 및 연속성 

요건과 일치하는 치료 관리를 위한 서면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Aetna Better Health 를 떠나는 경우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를 수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을 떠나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 는 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할당되는 최대 90일 동안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의 지속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Aetna Better Health 의 지급율 수락 

• 의료품질보증을 포함한 Aetna Better Health 의 기타 정책 준수 

• Aetna Better Health 에 치료에 대한 의료 정보 제공 

청구서를 받은 경우  

Aetna Better Health 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뉴욕 주의 Medicaid 지급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가입자는 Aetna Better Health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장 서비스의 청구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Aetna Better Health 에서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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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가입자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에서 보장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당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와 관련 없는 청구서를 수령한 경우, 치료 관리자 또는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다음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Aetna Better Health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 Aetna Better Health 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명부  

Aetna Better Health의 서비스 제공자 명부는 온라인으로 

aetnabetterhealth.com/newyork 에서 볼 수 있습니다. Aetna Better Health에 

가입 신청 당시 귀하의 가정을 방문하는 동안 귀하에게도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사본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 서비스부 1-855-456-9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 관리 팀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Medicare에 가입되어 있고 Medicare에서 Medicare 보장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 네트워크에 있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보장이 끝나면 Aetna Better Health 의 

네트워크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명부에는 전화 번호, 위치 및 영어 외 구사 언어 정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의료 제공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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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려면 1-855-456-9126 으로 건강 관리 팀 또는 가입자 

서비스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 서비스부에 전화해도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당사의 표준을 충족한다면 당사의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건강 관리 약속 

의료 또는 진료 예약에 대해 관리 팀에 알리십시오. 귀하는 의료 또는 진료 예약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귀하의 치료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귀하의 약이나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정보도 같이 알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를 경우 건강 관리 팀에 

문의하십시오. 치료 관리자가 상세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치료 관리자는 치료 계획에 새로운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장 서비스 

보장 서비스란 귀하께서 Aetna Better Health 의 가입자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받는 정확한 서비스와 서비스 기간은 귀하의 질환, 건강 상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상 필요(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장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질병이나 질환을 야기하거나 정상적 활동 

능력을 방해하거나 어느 정도의 중대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예방, 

진단하거나 교정 또는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 관리자와 함께 마련한 치료 계획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Aetna Better Health 는 귀하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요청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이다. 

주치의에게 주문 또는 진료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필요할 때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 관리 팀에 전화하여 필요한 치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귀하의 치료 계획에 적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 관리자는 

귀하와 이야기를 나누면 귀하께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항상 치료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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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장 서비스 

성인 일일 건강 관리 

낮 시간에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귀하가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면 성인 일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직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일 건강 관리 서비스의 담당 직원은 건강 관리 필요한 

사안, 간호, 음식, 좋은 식사 및 복지 서비스 요구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 팀은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계획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약 복용을 도와줄 간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옷입기와 화장실 이용을 돕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점심을 주고, 필요할 때 보행을 도와줍니다. 

또래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에 맞는 활동이 있습니다. 

간병인 관리 

간병인 관리란 식사, 세탁, 쇼핑, 집 청소, 목욕, 옷입기, 

집주변 산책, 그리고 침대와 의자에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유료 간병인 서비스입니다. 

청력학 및 보청기 

더 잘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 및 장비입니다. 청력 검사 

및 보청기는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보장 

서비스 지역에 있는 지역 독립 청력학자 네트워크에서 

제공됩니다. 모든 검사는 정식 면허를 받은 청력학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청력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는 귀하의 청력 문제에 영향을 주는 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의사 진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배터리도 보장됩니다. 

치료 관리(Care 

Management) 

귀하의 관리 팀이 치료를 계획하고 귀하가 가능한 한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치료와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집중적 접근법입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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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서비스 

치과 

치아와 잇몸을 치료하는 특별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입니다. 

치과 서비스는 Healthplex에서 제공합니다. 

1-800-468-9868 (TTY: 1-800-662-1220)번으로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검사 및 6개월마다 클리닝 

• 진단 엑스레이 

• 수복 치료(충전) 

의료상 필요 시(의학적으로 필요): 

• 구강 수술 

• 근관(사전 승인 필요) 

• 크라운 및 의치(사전 승인 필요). 

전문의를 방문하기 전에 일반 치과의사로부터 진료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식이 보조제 및 영양 상담  

영양 보조제는 체중을 늘리는 것을 돕는 추가적인 

식품입니다. 

Aetna Better Health 식이 보조제는 다른 수단을 통해 

영양을 얻을 수 없는 가입자로 제한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귀하가 특별한 영양공급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고 음식을 씹거나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가입자는 특정한 의학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한 주요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입자를 

위한 의학적 식품에 지불할 것입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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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서비스 

영양 상담을 통해 건강 식품 전문가를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성 의료 장비  

건강 관리 및 자신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입니다. 

DME에는 의료/외과용품, 장관 영양제 및 비경구 영양제, 

보청기 배터리, 보철, 보조기 및 교정용 신발, 지팡이, 침상, 

휠체어, 산소 및 보행기가 포함됩니다. 

재택 치료: 

• 숙련/면허 

▪ 간호 

▪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언어 병리학 

• 비면허 

▪ 가정 건강 보조 

▪ 의료 복지 서비스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면허를 가진 

직원이나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 또는 숙련 서비스 유형에는 간호, 물리 / 작업 / 언어 

치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집 밖으로 

외출이 불가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숙련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가 주문을 내려야 합니다. 치료 관리자가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의사는 귀하를 위해 가정 간호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 의료 간호사는 필요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RN 또는 LPN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가 귀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귀하의 건강 치료 요구에 따라 다릅니다. 

간호사는 귀하에게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가끔씩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귀하와 함께 규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호 서비스에는 약 준비, 투약, 상처 

치료, 건강 관리 교육 및 기타 건강 진료가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간호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지시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귀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 관리 팀과 협력할 것입니다. 

물리 치료(PT): PT 서비스는 면허가 있고 등록된 

물리치료사가 제공합니다. PT의 목적은 신체적 또는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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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를 줄이는 것입니다. PT는 귀하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며 고통을 줄여줍니다. PT는 열 

팩 또는 운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작업 치료(OT): 재활 OT 서비스는 면허가 있고 등록된 

작업치료사가 제공합니다. OT 의 목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줄이는 것입니다. OT 는 귀하가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OT 에는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치 않은 서비스로 가정 건강 보조인 및 기타 

면허가 없는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질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능한 한 잘 지내도록 돕는 제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귀하의 건강 관리 팀에 의해 승인됩니다. 

가정 건강 보조인(HHA)은 건강 관리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HHA는 귀하의 건강 관리 팀, 가정 의료 RN 

또는 치료사가 정한 치료 계획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HA는 목욕, 욕실 사용, 집안일과 같은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배달급식 또는 

단체급식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없을 때 가정 배달 급식은 집으로 

배달됩니다. 식사 종류는 귀하와 건강 관리 팀이 함께 

작성한 치료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체 급식은 지역사회나 노인 센터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제공되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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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 서비스 

귀하가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를 

확인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고 치료 계획 내에서 제공됩니다.  

의료 용품 

의학적 상태(또는 질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다른 사용자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New York Medicaid에서는 정맥울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압박, 고탄력 스타킹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응급 교통편 

응급이 아닌 의료적 필요와 관련된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귀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또는 리버리 서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앰뷸런스나 

구급차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응급 교통편은 

Aetna Betna Better Health 건강 관리 팀을 통해 필요에 

따라 배정됩니다.  

요양원에서 받는 치료 

요양원은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집에서 돌볼 수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요양원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간호 보조와 전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은 병원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물리, 언어, 작업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층마다 간호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과 

더 비슷한 요양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원은 이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종종, 정해진 일일 일정이 

없으며 주방은 입주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입주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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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원에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치료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부부가 함께 살도록 합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24시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Aetna Better Health 가 요양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면 

귀하는 뉴욕의 Medicaid로부터 요양원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당직 간호 

가정에서 전문 간호사가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숙련된 

관리입니다. 면허가 있는 간호사는 공인 간호사(RN) 또는 

면허가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작업 치료(연간 

최대 20회 방문) 

건강 문제나 부상을 당한 후에 매일의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와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씻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귀하 스스로 

글을 쓰고 음식을 먹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 관리 

요양원에 가는 대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관리에는 집안일, 식사 준비, 목욕, 

화장실 가기, 몸단장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개인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집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PERS) 

안전하지 않거나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경우 경보를 

보내는 전자 장치입니다.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물리 치료(연간 

최대 40회 방문) 

귀하가 더 잘 움직이고 고통을 덜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체 부분(팔, 다리 등)의 치료. 

족부 의학 족병 전문의(족병 치료사)가 발을 치료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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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및 교정 

보철이란 잃어버린 신체 부위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 신체 부위입니다. 

교정은 신발에 삽입되는 특별한 기구입니다. 

• 처방 신발은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나 신발이 다리 

보호대의 일부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호흡 요법 
저희가 의료 전문가와 함께 조율하여 필요한 의료 장비, 

소모품, 호흡 요법 및 산소를 준비해드릴 것입니다. 

사회 및 환경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귀하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도구입니다. 

환경적 지원은 귀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거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도록 

해주는 집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회 및 환경적 지원에는 

주택 유지 보수 작업, 가사 도우미/집안일 서비스, 주택 

개조 및 임시 간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소셜 데이 케어 

소셜 데이 케어는 귀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마련되었습니다. 소셜 데이 케어 

서비스는 다른 성인들과의 시간, 감독, 개인 관리, 그리고 

영양 섭취를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부 소셜 데이 케어 

시설에는 더 많은 서비스가 있으며, 간병인을 위한 도움, 생활 

기술 지원, 관리 조정 및 교통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언어 치료(연간 

최대 20회 방문) 

언어 구사에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또한 귀하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개선시켜 사람들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aetnabetterhealth.com/newyork  

가입자 서비스부 1-855-456-9126 (TTY: 711) 수신자 부담 전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가입자 안내서  개정 버전 10_2019 

32 
 

보장 서비스 

안과 

• 안경(2년마다 1회) 

• 검안사 방문(2년마다 

1회) 

눈 관리. 

시력과 눈 문제 확인을 위해 방문합니다. 

원격의료(Telehealth)  

2016년 1월 1일부터 원격의료에 의한 건강 관리 서비스도 

보장 대상입니다.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였으며, 여기에는 가입자의 평가, 

진단, 상담, 치료, 교육, 건강 관리, 자가 관리 가 포함됩니다.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의사, 보조 의사, 치과 의사, 임상 

간호사, 등록된 전문 간호사(간호사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수단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환자별 건강 정보나 의료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에 한함), 검안사, 족병 전문가,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언어 병리학자, 청력 학자, 조산사, 

공인 당뇨병 교육자, 공인 천식 교육자, 공인 유전 상담사, 

병원, 가정 간호 기관, 호스피스를 의미합니다. 

수요자 주도형 개인 지원 

서비스(CDPAS) 

뉴욕 주 Medicaid 프로그램은 Medicaid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정 간병인을 고용, 감독, 고용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DPAS는 치료를 관리하는 외부 

공급업체나 기관이 아니라 MLTC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독립성과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CDPAS 이용 자격 및 개인 

지원 역할을 하는 개인에게는 일정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등록된 전문 간호사는 귀하의 CDPAS 이용 자격을 

판단하는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평가는 개인 관리 서비스,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 및/또는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전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aetnabetterhealth.com/newyork  

가입자 서비스부 1-855-456-9126 (TTY: 711) 수신자 부담 전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가입자 안내서  개정 버전 10_2019 

33 
 

보장 서비스 

CDPA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CDPAS가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치료 관리자와 상의해 주십시오. 

서비스 받기 

위에 나열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치료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치료 관리자가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을 지불해 드립니다. 종종 재택 치료 

서비스가 오랫동안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대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승인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서비스가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치료 관리자가 귀하에게 

필요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논의 후 귀하의 동의가 있으면 당사는 지불할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료 관리자는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하의 의사 및 기타 Aetna Better Health 직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2 차 소견 

당사의 네트워크 내에서 2차 소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이차 소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치료 관리에 대해 2차 소견을 원하는 경우 귀하의 건강 관리 

팀에게 말씀하시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네트워크 외부 진료 

가입자는 Aetna Better Health 네트워크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에 적절한 교육 또는 경험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의 의료 제공자에게 진료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 관리 팀에게 승인 받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Aetna Better Health 네트워크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제공자의 진료를 받기 전에 Aetna Better Health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승인을 먼저 받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건강 관리 팀에 

문의하시거나 1-855-456-9126 번으로 가입자 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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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지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구를 받는 경우, 귀하의 건강 관리 팀이나 가입자 서비스부에 수신자 부담 전화 

1-855-456-9126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AETNA BETTER HEALTH 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의 서비스 지역은 Kings (Brooklyn), Bronx, New York (Manhattan), 

Queens, Nassau, Suffol입니다. 

당분간 집을 떠나 있을 계획이면 건강 관리 팀에 즉시 알려주십시오. 30일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에서 귀하의 건강상 요구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에서 더 이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플랜 가입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 관리자에게 연락해 옵션을 논의해야 합니다. 

교통편 서비스 

진료 방문을 위한 교통편이 필요한 경우, 건강 관리 팀 또는 가입자 서비스부의 수신자 

부담 전화 1-855-456-9126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족 가입자 또는 개인 간병인이 

귀하와 동승해야 하는 경우, 그분들도 비용 없이 교통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는 911 로 연락해 주십시오. 구급 차량 이용은 반드시 응급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비응급 교통편은 진료 방문 최소 3일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 관리 팀 또는 가입자 서비스부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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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이용 

가입자의 상태로 인해 요양원을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관리자가 가입자 및 가입자의 치료 계획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과 협의해 네트워크 

참여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기관 Medicaid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Medicaid 자격만 갖춘 가입자에게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향군인 보호 

장기적인 요양원 이용이 필요한 재향군인, 재향군인의 배우자, Gold Star (전사자) 부모님 

가입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통해 계약된 재향군인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된 재향군인 요양원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귀하께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경우, 가입 브로커에게 귀하를 인계합니다. 재향군인 요양원에서 치료받길 원하는 

경우, 귀하가 네트워크 내 다른 재향군인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랜으로 변경하실 

때까지 네트워크 외부 재향군인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적형 재정 지원(MFP)/오픈 도어스(개인 지원) 프로그램 

이 절에서는 추적형 재정 지원(MFP)/오픈 도어스(개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지원을 설명합니다. MFP/오픈 도어스는 가입자가 요양원에서 나와 집이나 

지역사회의 거주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MFP 자격이 있습니다. 

•세달이상요양원에서거주한경우

•지역사회의서비스를통해건강상요구를충족할수있는경우

MFP/오픈 도어스에는 전환 전문가 및 피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요양원에서 가입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전환 

전문가 및 피어는 치료 관리자 및 퇴원 계획자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서비스및지원에관한정보제공

• 가입자가독립적인생활을하는데도움을주는지역사회의서비스파악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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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집이나 거주지로 돌아간 후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 또는 전화

MFP/오픈 도어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려거나 전환 전문가 또는 피어의 방문을 

예약하려면 뉴욕 자립 생활 협회(New York Association on Independent Living) 번호 

1-844-545-7108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mfp@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www.health.ny.gov/mfp 에서 MFP/오픈 도어스 페이지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서비스 

저희는 가입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응급 상황에는 9-1-1 연락해 

주십시오. 응급 상황인 경우 응급실 또는 응급 치료 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은 극심한 통증을 포함해 심각한 증상이 수반되는 의학적 상태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각하여 건강 및 의약품에 대한 평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의학적 진료를 받지 않으면 

• 가입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 신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 장기나 그 일부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Aetna Better Health의 간호사 또는 치료 관리자에게 

1-855-456-9126 번으로 주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진료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긴급 진료 클리닉을 찾고 필요한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외 응급 진료 

서비스 지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의학적 응급 상황에는 9-1-1 로 연락하거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의학적 응급 상황이 종료된 후 귀하의 가족 또는 비공식적인 

간병인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건강 관리 팀에 연락해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http://www.health.ny.gov/mfp
mailto:mfp@health.ny.gov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aetnabetterhealth.com/newyork  

가입자 서비스부 1-855-456-9126 (TTY: 711) 수신자 부담 전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가입자 안내서  개정 버전 10_2019 

37 
 

드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보장성 서비스 

다음 서비스는 Aetna Better Health 에서 보장되지 않지만, 의료 행위별 수가제로 

Medicare 또는 Medicaid에서 보장됩니다.  

건강 관리 팀에서 필요한 경우 귀하를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립니다. 귀하의 치료 계획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 및 귀하의 가족분들도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관리자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 관리 팀의 일차적인 목표는 귀하와 귀하의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 팀은 귀하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음 서비스는 Aetna Better Health 에서 보장되지 않지만, Aetna Better Health 에서 

귀하를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주선해 드립니다. 

비보장성 서비스 

만성 질환에 의한 신장 투석 

응급실 서비스 

응급 교통편(응급 상황 또는 병원까지 

구급차 이용) 

가족계획 서비스 

입원환자 병원 서비스 

검사실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발달 장애인 담당실(OPWDD) 서비스 

외래환자 병원 서비스 

의사 서비스(진료소, 클리닉, 시설,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 

처방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엑스레이/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서비스 

지방 건강 클리닉 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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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후에 자격에 해당하는 

질환 또는 증상으로 인해 호스피스를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MLTC 플랜에서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등록 직후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에서는 호스피스 및 의사와 협의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 

플랜을 재평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음을 사전에 알리고 귀하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 지불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Aetna Better Health 또는 Medicaid에서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의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또는 

Medicaid에서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성형 수술 

• 개인 편의용품 

• 불임 처치 

• Aetna Better Health 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 의뢰를 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자가 Aetna Better Health 소속이 아닌데 받은 서비스 

서비스 승인 및 조치 

일부 유형의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받기 전에 의사의 지시 또는 사전 승인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 팀은 어떤 서비스에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귀하 

및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서비스 또는 추가 서비스에 대한 귀하 및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서비스 승인 단계 

사전 승인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Aetna Better Health 에 

제공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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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tna Better Health 에서 정보를 검토합니다.  

• 요청사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Aetna Better Health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검토합니다. 

•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 에서 귀하에게 알려드립니다. 가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승인 또는 거절될 경우 안내문을 받습니다. 

• 요청 사항을 거절한 경우, 안내문에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가 거절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료 관리자가 항상 가입자를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승인 심사 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진술서를 기준(또는 규칙)과 비교해 가입자에게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요청된 치료 또는 서비스가 

“의료적으로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질병이나 질환을 야기하거나 정상적 활동 능력을 

방해하거나 어느 정도의 중대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예방, 진단하거나 

교정 또는 치유하는 데 필수적인 치료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결정에 활용하는 기준은 전국의 다른 건강 플랜도 활용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치료에 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임상 진료”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가입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Aetna Better Health 에서 서비스를 승인 또는 

거절할 때 사용하는 지침의 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침의 사본을 수령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거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855-456-9126 번으로 치료 관리자 또는 

가입자 서비스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요청은 신속하게 심사하며, 언제나 요청 수신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표준 서비스 요청은 심사 및 결정에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보 수신 및 결정을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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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4일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귀하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기한 연장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동시 심사(여러 개의 동일 서비스) 

Aetna Better Health에서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동안 서비스를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 심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심사는 가입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 동시 심사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예에는 요양원 치료 

또는 가정에서 현재 제공받는 서비스(물리 치료 또는 직업 치료)가 포함됩니다. 가입자에게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치료 관리자와 상담할 

것입니다. 가입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관리 팀 회의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도 

회의에 참석합니다. 가입자의 필요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표준 동시 심사 

표준 동시 심사의 경우 서비스 승인 결정을 하고 가입자의 증상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화 및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신한 

후 영업일 기준 일(1)일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십사(14)일 이내입니다. 

신속 동시 심사 

서비스 제공자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의 생명, 건강 또는 최대한의 기능을 확보, 

유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명시하는 경우 신속 동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동시 심사의 경우 서비스 승인 결정을 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신한 후 영업일 기준 일(1)일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삼(3)일 

이내에 전화 및 서면으로 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소급 심사 

Medicare에 가입되어 있거나 Aetna Better Health 에 알리지 않고 치료 또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소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치료를 이미 받은 후에 치료를 심사할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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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가입자가 수준 높은 치료를 받았는지, 가입자의 

혜택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치 및 이의 제기 

조치란 무엇인가요? 

가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Aetna Better Health에서 거절 또는 

제한하거나, 진료 의뢰 요청을 거절하거나,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 보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이미 승인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유예하거나 종료하거나, 서비스 비용 지급을 거절하거나, 

시기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한 내에 불만 제기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를 플랜의 “조치”라고 합니다.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조치에 대한 통지 시기 

Aetna Better Health 에서 요청한 서비스를 거절 또는 제한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장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결정을 내리고 

가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승인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유예하거나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서비스를 변경하기 10일 이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조치 통지서의 내용 

조치에 대해 발송된 모든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가 취하거나 취하려는 조치에 대한 설명. 

• 임상적 타당성을 포함한 조치에 대한 사유를 인용. 

• 가입자가 당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주 정부의 외부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의 여부 포함). 

• 내부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과 내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설명. 

• 조치가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문제일 경우 결정 사항에 기반한 임상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 또는 문제의 치료 또는 서비스가 시험적이거나 연구용인지의 여부를 설명.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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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이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입자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설명. 

통지문에는 주 공청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 이의 제기와 공청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줍니다. 

• 공청회를 요청하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음이 안내됩니다. 

• 공청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승인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유예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하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이의 제기가 결정되는 동안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문을 받은 날 또는 유효 일자(더 낮은 날짜 

적용)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당사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결정 사항이 타당한지 결정하기 위해 조치를 내린 근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Aetna Better Health 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Aetna Better Health 에서 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하면(서비스 거절 또는 제한, 서비스 비용 지불 거부), 가입자는 반드시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역일로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요청을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신속 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접수하려면 플랜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1-855-456-9126 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 연락할 수 있습니다. 

Aetna Better Health 

Grievance and Appeals Department 

55 West 125th Street, Suite 1300  

NYC, NY 10027 

팩스: 1-855-264-3822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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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기록하며 해당 직원이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한 심사 과정을 

감독합니다. 저희는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의 제기는 플랜의 최초 결정이나 가입자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대상 조치에 관여하지 않은 임상 직원이 검토합니다. 

일부 조치의 경우 이의 제기 과정 중에 서비스 지속 요청 가능 

현재 허용된 서비스의 축소, 유예 또는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가입자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서비스 지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축소, 

유예, 종료에 대한 당사의 결정에 관한 통지문을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후 10일 

이내 또는 제안된 조치의 유효 일자 전에 가입자가 서비스 지속을 요청하고, 서비스 

승인을 통해 보장되는 원래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가입자의 서비스는 이의 제기를 철회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원래의 승인 기간이 충족될 

때까지 또는 이의 제기 결정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후까지 

서비스를 지속하며, 뉴욕 주 Medicaid 공청회에 서비스 지속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래의 공청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의 제기를 심사하는 동안 서비스 지속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가입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면 심사하는 동안 가입자가 서비스 지속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공된 서비스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플랜이 조치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플랜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표준 심사를 

진행하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최대한 빨리 서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되 이의 제기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사 기간은 가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기타 정보가 필요하고, 연기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우 최장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에 가입자는 본인의 사례를 직접 또는 서면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제기 심사에 포함된 본인의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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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사항과 결정일이 기입된 결정 통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요청한 서비스를 거절 또는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축소, 유예, 종료한다는 결정을 플랜이 

번복하고, 이의 제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대로 최대한 빨리 문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입자는 경우에 따라 

“신속”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속 이의 제기 절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신속 이의 제기 절차 

가입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표준 이의 제기로 시간이 소요되면 가입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자는 이의 제기를 신속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결정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결정 사항을 통지하는 시간은 이의 제기가 접수되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가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기타 정보가 필요하고, 

연기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우 최장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가입자의 신속 심사 신청에 플랜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속 이의 제기에 대한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표준 이의 제기 절차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의 요청을 접수하고 2일 이내에 

가입자의 신속 이의 제기 신청을 거절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플랜이 내 이의 제기를 거절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입자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경우 뉴욕 주에 

Medicaid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가입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통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문에는 공청회를 요청하는 방법, 가입자를 대신해 공청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 일부 이의 제기의 경우 공청회가 진행 중인 동안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요청을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가입자는 반드시 최초 결정 통지일로부터 역일로 60일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내부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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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성이나 문제의 서비스가 시험적이거나 연구용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의 

제기를 거절하는 경우, 뉴욕 주에 당사의 결정에 대한 “외부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방법도 설명할 것입니다. 

주 공청회 

뉴욕 주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 결정은 가입자의 이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의 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최초의 결정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역일로 60일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플랜 이의 

제기 및 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랜에서 가입자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청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역일로 

6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에서는 공청회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청회를 요청하려는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사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공청회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승인된 가입자의 서비스 제한, 축소, 

유예, 종료에 관한 통지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하고, 가입자가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부 또는 외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주 공청회를 반드시 요청하고 서비스 

지속을 원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부 양식에는 자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만, 전부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양식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모든 

경우에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제안된 조치의 발효일 중에서 나중에 

도래하는 날짜까지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혜택은 가입자가 이의 제기를 철회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승인 기간이 

끝나거나, 주 공청회 사무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공청회 결정을 내리는 날짜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지속됩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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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청회 사무관이 당사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문제의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청회 사무관이 명령한 보장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청회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가입자는 서비스 지속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청회 

결정이 불리하게 내려지면 공청회에서 심사 대상인 서비스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연락하여 주 공청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요청서: 

https://errswebnet.otda.ny.gov/errswebnet/erequestform.aspx 

• 인쇄 가능한 요청서 우편 발송: 

NYS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Managed Care Hearing Unit 

P.O. Box 22023 

Albany, New York 12201-2023 

• 인쇄 가능한 요청서 팩스 발송: 518-473-6735 

• 전화로 요청: 

표준 공청회 전화 – 1-800-342-3334 

응급 공청회 전화 – 1-800-205-0110 

TTY 전화 – 711(교환원에게 1-877-502-6155번으로 전화 요청) 

• 직접 방문 요청: 

New York City  

14 Boerum Place, 1st Floor  

Brooklyn, New York 11201  

    Albany 

40 North Pearl Street, 15th Floor 

Albany, New York 12243   

https://errswebnet.otda.ny.gov/errswebnet/erequestform.aspx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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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요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http://otda.ny.gov/hearings/request/ 

주 외부 이의 제기  

해당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시험적 또는 연구용이라고 판단되어 가입자의 

이의 제기를 거절할 경우, 가입자는 뉴욕 주에 외부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이의 제기는 뉴욕 주 소속이 아닌 심사 담당자들이 결정합니다. 이 심사 담당자들은 뉴욕 

주가 승인한 적격자들입니다. 외부 이의 제기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서비스가 시험적이거나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거절할 경우, 가입자에게 이의 제기에 대한 거절 결정을 포함하여 외부 이의 제기를 

접수할 양식 및 외부 이의 제기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이의 제기를 원한다면 

이의 제기를 거절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뉴욕 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해당 양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외부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외부 이의 제기를 하는 심사 

담당자가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 심사 담당자는 결정을 내린 후 영업일 기준으로 이(2)일 이내에 가입자와 저희 

플랜에 최종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연되면 가입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외부의 이의 제기 

심사 담당자는 3일 이내에 신속 이의 제기를 결정합니다. 이 심사 담당자는 가입자와 저희 

플랜에 전화나 팩스로 결정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중에 결정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합니다. 

가입자는 공청회와 외부 이의 제기를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와 외부 이의 

제기를 요청할 경우, 공청회 사무관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귀하의 보장, 불만, 이의 제기 옵션에 관해 무료 독립 자문을 얻으려면 독립 소비자 옹호 

네트워크(ICAN)에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의 제기 절차의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서비스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시면 ICAN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otda.ny.gov/hearings/request/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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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844-614-8800 (TTY 연결 서비스: 711) 

웹사이트: www.icannys.org | 이메일: ican@cssny.org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건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보건부는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Bureau of Managed Long Term Care 

One Commerce Plaza (Room 1624) 

Albany, New York 12210 

1-866-712-7197 

불만 제기 및 이의 제기 

Aetna Better Health 는 귀하의 우려 사항 또는 문제에 대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 불만 제기 절차 또는 

이의 제기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불만 제기 또는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Aetna Better Health 직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치료 방식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불만 제기 또는 이의 제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역사 서비스 제공이나 시력 및/또는 청력 문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친척, 친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을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플랜의 조치에 대한 고충이나 이의 신청은 1-855-456-9126 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Aetna Better Health 

Grievance and Appeals Dept. 

55 West 125th Street, Suite 1300  

NYC, NY 10027 

팩스: 855-264-3822 

연락하실 때 가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문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cannys.org
mailto:ican@cssny.org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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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고충) 제기는 무엇인가요? 

불만 제기는 직원이나 보장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진료 및 치료에 대한 불만 

사항을 가입자가 저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했거나 

진료 또는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과정 

불만 제기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접수되면 기록하며 플랜의 

해당 직원이 불만 제기에 대한 심사 과정을 감독합니다. 불만 제기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불만 제기를 

심사한 후 다음 두 가지의 기한 중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답변이 지연되면 가입자의 건강상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2) 기타 다른 모든 유형의 불만 제기는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지하되, 심사 절차는 불만 제기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가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기타 정보가 필요하고, 연기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우 최장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답변서에는 불만 제기에 대한 내용과 심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만 제기에 대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자의 불만 제기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불만 제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하여 2차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전달받은 후 

반드시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면 가입자의 이의 제기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서면 확인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모든 불만 제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처음 불만 제기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임상 문제를 담당하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가 실시합니다. 

표준 이의 제기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접수하고 업무일로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결정 지연으로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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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불만 제기에 대한 신속 이의 제기 절차를 사용합니다. 불만 제기에 대한 신속 이의 

제기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불만에 

대한 표준 및 신속 이의 제기에 대해 결정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는 

결정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며, 임상적 문제가 관련된 경우 결정에 대한 

임상적 사유가 포함됩니다. 

뉴욕 주에 불만 제기 

언제든지 뉴욕 주 보건부에 연락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YS Department of Health 

Bureau of Managed Care Certification and Surveillance 

Complaint Unit Room 1911 

Corning Tower ESP 

Albany, NY 12237-0062 

1-800-206-8125 

비밀 유지 

가입자의 비밀과 가입자 가족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Aetna Better Health 의 

정책입니다. 비밀 보호를 위해:  

• 가입자 기록의 모든 정보는 비밀로 처리됩니다. Aetna Better Health 의 직원은 기록 

및 보고서의 무단 사용을 방지해 정보가 사고로 인해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입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보 요청은 Aetna Better 

Health 준법감시인이 검토합니다. 가입자의 치료 지속 및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지역사회 기관, 병원, 장기 요양원,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합니다.  

• 합법적으로 승인된 Aetna Better Health 의 대리인이 가입자의 의료 기록 및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장 서비스에 관한 다른 기록을 공개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요청한 서면 동의에 따라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검사 및 사본 요청을 합법적으로 승인된 

Aetna Better Health 의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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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tna Better Health 에서는 HIV 검사 결과와 관련된 비밀 유지법을 포함해 비밀 

유지에 관한 모든 연방정부 및 뉴욕 주 법을 준수합니다.  

• Aetna Better Health 에서는 가입자 탈퇴 후 적어도 칠(7)년 동안 가입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의료 및 재무 기록은 해당 주 및 

연방정부 법, 규정, Aetna Better Health 정책 및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Aetna Better Health 의 자산입니다.  

• 경찰서 또는 검찰청과 같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가입자 치료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됩니다.  

정보 변경 

올바른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 플랜으로부터 

중요한 통보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 

서비스에 1-855-456-9126 번(수신자 부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뉴욕 사회복지과 또는 뉴욕시 인적자원부서(HRA)에도 연락해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유용한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혜택 조정(COORDINATION OF BENEFITS, COB) 

귀하께서는 Aetna Better Health 및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는 민영 보험 또는 Medicare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거나 다른 보험의 가입자인 경우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른 보험 회사와 협력해 가입자의 청구서를 처리합니다. 이것을 혜택 

조정(COB)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른 보험 회사에서 청구서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서를 처리합니다. 즉, 모든 청구는 다른 보험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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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 회사에서 청구에 대한 지불을 완료한 후에 가입자의 청구를 당사에서 

처리합니다. New York Medicaid에서 허용한 최대 금액까지만 지불합니다.  

사기, 낭비, 남용 

가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Aetna Better Health 를 정직하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기 및 남용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사기 및 남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에게 보장되는 서비스 비용을 청구(자기부담금 제외)하는 경우 

• 서비스에 대한 선물 또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 가입자의 Aetna Better Health ID 카드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 또는 

의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 필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의료 직원의 남용 

가입자 사기 및 남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etna Better Health ID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 필요 없는 약이나 서비스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 처방전을 위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기 및 남용 신고는 핫라인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는 

1-855-456-9125 입니다. 사기 또는 남용을 신고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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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침  

사전 지침은 무엇인가요? 

사전 지침은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가입자의 의학적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가입자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뉴욕 주에서는 3가지 유형의 사전 

지침을 인정합니다. 

뉴욕 주 대리인 지침(New York State Proxy) 

• 

 

 

설명: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결정을 대신할 의료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 발효일: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두 명의 의사가 소견을 밝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표준 뉴욕 주 양식  

생존 유서(Living Will) 

• 설명: 삶의 마지막에서 원하는 바(또는 원하지 않는 바)를 밝힙니다. 

• 발효일: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가입자가 치유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의사가 밝힌 후에 적용됩니다. 

• 표준 뉴욕 주 양식 외. 인터넷에서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의료 위임장에 

특별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CPR)/소생술 포기(DNR) 요청 

• 

 

 

설명: 가입자가 호흡을 멈추거나 심장 박동이 중단되는 경우 소생을 원하는지를 진료 

제공자 및 응급 요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 발효일: 의사가 서명하는 경우에 발효됩니다. 

• 표준 뉴욕 주 양식 외: 인터넷에서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의료 위임장에 DNR 

지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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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자체 양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 “심폐 소생술 거부 비병원”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NR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의료 대리인 또는 가까운 

가족이 가입자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용 가능한 기타 정보 

Aetna Better Health 에서는 가입자 요청 즉시 다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etna Better Health 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정보 

• 이사회, 책임자, 플랜의 지배자, 소유자 또는 파트너의 이름 목록, 회사 주소 및 

공식적인 지위 

• CPA에서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및 수혜자와 지급금 요약서를 포함한 가장 최근에 

공인된 플랜의 연간 재무제표 사본 

• 의료 기록 및 다른 가입자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절차 

• 조직적 구조, 품질 보장을 위한 현행 절차,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으로 작성한 설명 

• 특정 질환 또는 질병과 관련된 특정 서면 임상 검토 기준 및 적합한 경우 플랜에서 

심사 프로세스에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임상 정보 

• 진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 절차 및 최소 자격 요구사항 

가입자 자문위원회 

귀하의 의견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입자 자문위원회(MAC)가 있습니다. 제안 사항이 

있거나 MAC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수신자 

부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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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의뢰 및 서비스 변경 

보장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경 사항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현재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가입자 서비스부에 1-855-456-9126 번(수신자 부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MEDICAID 스펜다운/서플러스 

Medicaid 스펜다운/서플러스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스펜다운/서플러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스펜다운 금액은 지역사회복지과 또는 

NYSDOH/인적자원부서(HRA)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개인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으로 해당 금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에 스펜다운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은 경우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에서 탈퇴당할 수 

있습니다. 월 스펜다운 금액 납부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의 Finance Department, Spend down Accounts (재무부, 스펜다운 

어카운트)로 연락해 주십시오. 스펜다운 금액은 수표 또는 우편환(현금 불가)으로 

납부할 수 있고 반드시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 

P. O Box 419009 

Boston, MA 02241-9009 

허용 가능 월간 순 수입(NAMI) 

요양원에 상시 거주하는 가입자의 경우 허용 가능 월간 순 수입(NAMI)으로 치료 비용을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요양원에 직접 송금하거나 Aetna Better Health of 

New York에 보낼 수 있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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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및 비자발적 탈퇴(AETNA BETTER HEALTH 보장 자격 상실) 

자발적 탈퇴 

Aetna Better Health 가입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탈퇴하는 경우 귀하가 요청한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귀하의 치료 관리자가 연락해 탈퇴 의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YC 인적자원부서(HRA) 또는 지역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달의 1일에 탈퇴가 

처리됩니다. 탈퇴가 적용되는 날짜를 통지해 드립니다. 탈퇴 유효 일자까지는 보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반 Medicaid에서 탈퇴하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탈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 에서 탈퇴됩니다. 

• Medicaid 혜택을 받을 자격이 더 이상 없는 경우. 

• Aetna Better Health 서비스 지역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 Aetna Better Health 서비스 지역의 새로운 카운티로 이사하고 등록 지속 자격에 대한 

Aetna Better Health의 평가를 기반으로 새 LDSS에서 등록 지속을 거부하는 경우. 

• 30일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 45일 이상 정신병원, 발달 장애인 담당실(OPWDD), 알코올 및 약물 남용국 거주 

프로그램에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 요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Medicaid 프로그램 원칙에 따라 이러한 치료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 치료 서비스 대한 기능적 또는 임상학적 

필요를 더 이상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거나 이중 적격 가입자가 아닌 경우 

요양원의 치료 수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DOH에서 규정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결정) 더 이상 MLTC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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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비스가 소셜 데이 케어 서비스로 확인된 가입자는 MLTC 플랜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Aetna 에서는 평가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오(5)일 

이내에 LDSS 또는 NYC HRA에 탈퇴 결정안을 제공합니다.  

• 가입자는 매달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 치료 서비스 승인 및 제공에 대한 기능적 또는 

임상학적 필요를 더 이상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거나 이중 적격 가입자가 

아닌 경우 DOH에서 규정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 확인된 것처럼 요양원의 치료 수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MLTC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단독 서비스가 소셜 

데이 케어 서비스로 확인된 가입자는 MLTC 플랜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매달 

CBLTCS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가입자는 탈퇴해야 합니다. Aetna Better 

Health 에서는 평가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오(5)일 이내에 

LDSS 또는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개인에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 가입자가 투옥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etna Better Health 에서 탈퇴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나 간병인이 가입자 또는 다른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당사의 역량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 스펜다운/서플러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우선적으로 가입자에게서 

비용을 회수하려고 노력합니다.  

• 필요한 동의서 또는 공개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Aetna Better Health를 기만하는 경우. 귀하의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가입과 관련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 귀하의 의사가 치료 계획 마련 및 이행에서 Aetna Better Health 와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http://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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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na Better Health에서 귀하의 상황으로 인해 귀하를 탈퇴시켜야 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연락을 드립니다. 귀하를 탈퇴시켜야 한다고 간주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서신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YC 인적자원부서(HRA) 또는 지역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달의 1일에 탈퇴가 

처리됩니다. 탈퇴가 적용되는 날짜를 통지해 드립니다. 탈퇴 유효 일자까지는 보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비자발적인 탈퇴 후 Aetna Better Health 재가입 요청은 사례별로 처리합니다. 

aetnabetterhealth.com/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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