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powering families, professionals, 
and others interested in the well-

be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이 팩트쉬트는 

코로나 기간동안 

메디케이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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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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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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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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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기간동안  NJ Family Care(뉴저지 패밀리 케어)에 

참여하고 있는 NJ 의 가족들을 돕기위해 뉴저지 메디케어 및 건강서비스 

(DMAHS) 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아봅시다. 

뉴저지 메디케어와 COVID-19 

 
뉴저지 DMAHS는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통해 우리주의 

가족을 돕기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적용범위 유지 

지속적인 적격성유지 : NJ Medicaid (뉴저지 메디케이드) 및 NJ Family Care로 

알려진 SCHIP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은 COVID-19 비상 사태 동안 

Medicaid / SCHIP 회원들의 수혜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3 월 말까지 

일부 Medicaid / SCHIP 회원이 탈퇴하도록 설정되었지만, 이경우에도 

가능한 빨리 보험 적용이 재개 될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 

의료 보험료 : 3 월부터 NJFC (NJ FamilyCare)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회원의 경우 $ 0 명세서를 받게됩니다. 

 

처방약 

연장된 처방약 기간 : NJ Medicaid 등록자는 처방약을 조기에 보충하고  90 일 

분량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NJFC의 등록 :  등록의 용이성이 우선시 됩니다. 가족들은 더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NJF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가족들이 자신의 자신의 

소득과 자원을 직접 보고하게 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고 등록을 받습니다. 

 

의료제공자와 만나기 

COVID-19 동안 의사를 만나는 방법 : NJ Medicaid는 가족을 원격의료상담 

telehealth를 제공합니다. NJFC 회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전화나 

비디오를 통해 만나 의료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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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자에 해당하는 개인들 

NJ Medicaid Managed Care Organizations (MCO)은 고위험이 있는 

개인회원들에게 예방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MCO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 조정 및 계획 업데이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확장 된 HCBS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일상생활 활동 (목욕, 화장실 사용등)에 대한 개인간호 지원 및 돌봄 같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는 회원들에게는 사전승인 받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 할수 있도록 비용이 지불됩니다. 또한,  

코로나사태로 패쇄된 주간의료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회원은 

이제 집에서 개인관리 및 식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 

입원환자 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요구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기반 서비스관련한  승인은 90 일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교통 

Medicaid는 적절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COVID-19증상이 

있거나 양성 검사를받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퇴원 

정신건강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관리가 

가능합니다.  전례없는 현상황동안,  NJ Medicaid는 의료진, MCO 및 연방 

기관 파트너와 협력하여 NJFC 회원에게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메디케이드와 Covid-19에 대한 자세한 정보:  

• 변동사항에 관한 보도자료 

www.state.nj.us/humanservices/news/press/2020/approved/202 00406m.html 

• 뉴저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  

• www.state.nj.us/humanservices/dmahs/clients/medicaid/ 

더 알아보기: 

•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법규: 

www.macpac.gov/reference- 
guide-to-federal-medicaid- 
statute-and-regulations/. 

 

• 뉴저지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법규: 

www.state.nj.us/humanservices 

/providers/rulefees/regs/. 
 

•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관한 

뉴저지 사회복지부의 

정보사이트: 

https://nj.gov/humanservices/c 
oronavirus.html 

 

•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알아야할 상식들: 

https://covid19.nj.gov/ 

3/18/2020 이후  

메디케이드 중단없음 

전국적으로, 3 월 18 일부터 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기간중 보험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의 질의응답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medicaid.gov/state- 
resource-center/downloads/covid- 19-
section-6008-faqs.pdf 

http://www.state.nj.us/humanservices/news/press/2020/approved/202
http://www.state.nj.us/humanservices/dmahs/clients/medicaid/
http://www.macpac.gov/reference-
http://www.state.nj.us/humanservices
http://www.medicaid.gov/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