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Home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종합 치료 관리

• 치료 조정 및 건강 증진

• 전환 계획

• 개인 및 가족 지원 서비스

• 커뮤니티 및 사회적 지지 서비스에 
의뢰

더 윤택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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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Home
헬스 홈은 귀하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조정입니다.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조정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Health 
Home’서비스를 이용하세요.

Health Home
프로그램  



Health Home이란 무엇입니까?
중증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한 가지 
이상의 의료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Health Home 서비스는 의료 복지와 사회 복지 
서비스의 상호 협조가 더욱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조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병원과 응급실을 자주 찾을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건강, 전반적인 복지,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됩니까?
• Health Home 서비스는 치료 조정 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 치료 조정자가 환자와 만나서 환자가 건강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치료 조정자가 환자 그리고 환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가 병원을 입원 및 퇴원할 때 치료 조정자가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 조정자가 나서서 지원 제공자 
그리고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의존 치료 
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서비스입니까?
다음의 경우에 수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Medicaid 수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 중증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유익을 제공합니까?
• 복잡한 의료 및 사회적 요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장기적 서비스를 

찾아서 지원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 헬스 홈 치료 조정자가 연락을 해오면 

프로그램 참가 여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나서 치료 조정자와 상의해서 건강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현재 본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지원해드립니다. 건강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사람들만 새로 추가됩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간병인

• 다른 협력자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정신 건강 상담사, 약물 의존 치료 
담당자)

• AAA(Area Agency on Aging) 및 다른 사례 
관리자

헬스 홈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Health Home 서비스는 환자의 건강 여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참여 여부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 다른 서비스 수급 
자격이나 불만 제기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800-562-3022로 
전화 주십시오.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동기부여 되어 
있습니다.” 

 헬스 홈(Health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