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의 메디케이드 면제제도
메디케이드 면제제도란 무엇일까요?

주 정부는 일반 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 메디케이드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규정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받는 혜택

• 메디케이드 회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오리건주에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면제를 신청할 것입니다. 2021년, 오리건주
건강 보험(Oregon Health Plan, OHP)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오리건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정하기 위해, 오리건주 보건 당국(Oregon Health Authority, OHA)은 비전, 목표,
전략 및 적용방식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과거 면제제도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수년 단위로만 면제제도를 승인합니다. 오리건주의
메디케이드 면제제도는 1994년 이후로 여러 차례 갱신 및 확대되었습니다.
•
•

•

1994년에 이루어진 최초의 면제제도를 통해 OHP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면제제도를 통해 수혜 자격 및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2012년에는 면제 갱신을 통해서 협력 진료 기관(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CCO)이 설립되었습니다. CCO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지역 기반
기관입니다.
2017년 면제 갱신은 CCO 모델을 기반으로 갱신되었으며, 해당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기대사항

오리건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위대한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중심으로 2022~2027년 면제제도를 수립할 것입니다.
• 더욱 평등하고 다양한 많은 문화 및 언어를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지원

• 평등하고 각 문화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

메디케이드란 어떤
제도일까요?

오리건주 건강 보험(OHP)
은 오리건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정부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방법:

•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표준 설정.

•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대한 최소 기준 설정.

• 요구되는 혜택 설정.

오리건주에서는 오리건주
건강 보험(OHP)으로 알려진
메디케이드를 통해 각계
각층의 약 4명 중 1명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면제제도 자료표 — 계속
•

모든 사람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OHP는 공공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면제제도가 추구하는 비전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OHA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사람에게 OHP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만 OHA가 제안할 수 있는 변경사항의 유형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HA는 면제 갱신 신청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초까지
면제 신청서 초안에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에, 신청서 자체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egon.gov/1115WaiverRenewa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1115Waiver.Renewal@dhsoha.state.or.us)로도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메디케이드 면제제도
운영 일정

2021년 가을

2021년 말까지 면제 신청서 초안에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갱신 신청서 초안은 Oregon.gov/1115WaiverRenewal의 면제 갱신 관련 웹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022년 1월 초
2022년 2월

면제 신청서에 대한 대중의 의견 제출 마감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egon.gov/1115WaiverRenewa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HA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신청서는 OHA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면제 갱신은 2022년 늦여름에 발효됩니다.

본 문서는 다른 언어, 큰 글자, 점자 또는 다른 선호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지원
프로그램(Community Partner Outreach Program)에 연락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메일(Community.
outreach@dhsoha.state.or.us) 또는 전화(1-833-647-367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모든
통신 중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711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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