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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전환 프로젝트(Medicaid Transformation Project) 
갱신 안내 
워싱턴주는 Medicaid 전환 프로젝트(Medicaid Transformation Project, MTP)라고 하는 Section 1115 Medicaid 시범제도 
면제(demonstration waiver)의 5년 갱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TP는 우리 주가 연방 Medicaid 자금 지원을 
이용하여 워싱턴주의 헬스케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워싱턴주는 현재 2022년 12월 31 일 종료되는 현행 MTP 면제의 마지막 연도를 진행 중입니다. MTP 갱신이 승인되면 
2023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것입니다. MTP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Apple 
Health 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Apple Health (Medicaid)란 무엇입니까? 
Apple Health는 약 200 만 명의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워싱턴주 Medicaid 프로그램입니다. 
Medicaid는 각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정부는 프로그램 비용 지불을 돕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자격과 혜택에 대한 최소 기준을 결정합니다. 

Medicaid 면제란 무엇입니까? 
주에서 일반 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Medicaid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는 연방 정부에 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를 통해). 주는 Medicaid 자격과 혜택, 진료 제공 등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규정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MS 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몇 년 동안만 면제를 승인합니다.  

Apple Health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 (HCA)를 비롯한 기관과 파트너들은 
현행 MTP 면제를 갱신하기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주에서 모두를 위한 전인 돌봄을 추진하는 
여러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MTP 갱신에 따라 시작되거나 지속되는 작업을 공유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보장 및 진료 접근성 확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o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Apple Health 가입 

o 교도소, 감옥, 기타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한 사람들의 보장 및 서비스 재개 

o 임신 후 Apple Health 보장 범위 확대 

o 물질이용 장애 및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2. 전인 기본, 예방,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강화 

o Medicaid Alternative Care (Medicaid 대안 진료, MAC) 및 Tailored Supports for Older 
Adults (노인 맞춤 지원, TSOA) 프로그램과 새로운 LTSS 지원 

o 행동 건강 통합 평가 

3.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둔 진료 제공 및 대금 지급 혁신 가속화 

o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계획 1의 진화) 

o 기초 지역사회 지원 

https://www.hca.wa.gov/about-hca/medicaid-transformation-project-mtp/mtp-renewal
https://www.hca.wa.gov/about-hca/medicaid-transformation-project-mtp/mtp-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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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보장 및 진료 접근성 확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Medicaid 가입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주에서 가계 소득이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 FPL)의 215 미만인 가정의 모든 Medicaid 
가입 아동이 6세까지 Medicaid 가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유아기 경험은 평생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적의 유아기 성장과 발달은 건강과 교육 성취, 사회경제적 
지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 확대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 워싱턴주의 보장 목표 강화: 아동의 미보험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3 퍼센트) 워싱턴주 6세 미만 
아동 중 약 11 퍼센트가 연간 Medicaid 보장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약 60 퍼센트는 3개월을 
초과한 격차를 경험합니다. 

• 아동이 불규칙하게 Medicaid에 가입하는 경우 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예방 및 1 차 의료 접근성을 촉진(예: 
건강한 아동의 방문 및 예방접종 권장 및 발달 선별 검사). 

• 아동의 신체, 행동, 사회적 돌봄을 위한 주의 가족 중심 시스템 투자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도록 지원. 

• Medicaid 보장 격차를 경험하는 아동들의 지리적 및 인종적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형평성 촉진. 

• 특수 교육 및 아동 복지 시스템 등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주 프로그램의 잠재적 절약 달성. 

이 작업은 Medicaid 면제를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 회계연도에 CMS와 바이든 정부 예산 에서 세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의 Medicaid 가입 및 유지를 쉽게 한다'는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출산 후 서비스 보장 범위 확대 
워싱턴 주에서는 모든 임신 관련 사망과 출산 후 자살 및 과다복용 사고 중 거의 1/3 이 임신 종료 후 43 일에서 365 일 
사이에 발생합니다. 워싱턴주의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 (Maternal Mortality Review Panel) 는 특히 출산 후 기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및 관리 연속성 격차를 임신 관련 사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Apple Health에 가입한 임신부는 임신 종료일부터 60일간 출산 후 연장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American 
Rescue Plan Act (미국 구조계획법, ARPA) 및 Senate Bill (상원 법안) 5068 (2021)은 HCA에 출산 후 보장 기간을 임신 
종료일로부터 6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할 것을 지시합니다. 12개월의 출산 후 기간이 종료되면 워싱턴주는 해당 
개인의 다른 프로그램 가입 자격을 다시 결정합니다. 이 제안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갱신에 포함함으로써 워싱턴주는 CMS에 ARPA에서 허용한 혜택에 추가하여 혜택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소득이 FPL 의 193 퍼센트 미만인 개인이 시민권 지위에 관계 없이 이 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pple Health에 가입한 적이 없는 개인이 임신 종료일로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출산 후 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을 한 개인의 보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하고 출산 후 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응급실 또는 입원 치료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5/budget_fy22.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uments/Pubs/141-010-MMRPMaternalDeathReport2014-2016.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uments/Pubs/141-010-MMRPMaternalDeathReport2014-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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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옥 후 보장 재가입  
현재 교도소나 감옥, 기타 교정시설에 입소한 개인은 석발될 때까지 Apple Health (Medicaid) 보장이 유예됩니다. 이는 
보통 "수감자 제외(inmate exclusion)"라고 합니다. 개인이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전체 범위의 보장이 회복됩니다.  

수감 후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석방되기 전에 보장 회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개인이 Medicaid 시스템에서 "무자격"으로 잘못 표시되는 행정 지연이 발생하여 물질이용장애(SUD) 서비스나 
약물치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은 진료 조정, 사례 관리, 적절한 치료 제공자에 대한 의료 기록 전달에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일 및 다음 날에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진입의 핵심입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수감 경험이 있고 
오피오이드 이용 장애가 있는 개인의 75 퍼센트가 석방 후 3개월 이내에 장애 재발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인구 집단은 
석방 후 2 주 내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40 배에서 120배 높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가 석방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의 지시에 따라 HCA 는 CMS 에 워싱턴주의 "수감자 제외" 조항 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방일로부터 최대 30 일 전에 보장이 회복될 것이며 연방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 
이행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가입은: 

• 예방 진료를 촉진하고 향후 응급실 방문과 위기 서비스, 입원, 재발, 재범죄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 잠재적인 건강관리 및 기타 사회 지원 시스템의 비용 절감을 제공합니다. 

SUD 및 정신건강 IMD 보장 
MTP 면제의 이 부분은 "정신질환 기관"(IMD)에서 워싱턴주가 정신건강 및 SUD 치료 서비스에 연방 자금을 계속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 면제가 없다면 Medicaid 규정은 IMD 에 입소한 21-65세 개인을 위한 서비스의 연방 자금 이용을 
금지합니다. 

참고: IMD 의 법적 정의는 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진단이나 치료, 진료를 제공하며 16 개 이상의 침상을 갖춘 
병원, 간호시설, 기타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치료, 간호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HCA 는 "정신질환"이라는 용어가 
유해하거나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법령에서 이용하는 법적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서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SUD 및 정신건강 IMD 프로그램에 따라: 

• 주는 연방 및 주 자금으로 IMD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오피오이드 이용 장애(MOUD) 치료를 위한 약물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Medicaid 수혜자는 이전에 보장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치료의 전체 영역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주 
SUD IMD 프로그램의 첫 해에 여러 SUD 접근 및 치료 조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물질이용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현행 MTP 면제의 SUD 와 정신건강 IMD 보장은 갱신 후 변경 없이 계속될 것이며 면제에 따라 필요한 주요 기술 투자가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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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전인 기본, 예방,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강화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LTSS는 워싱턴주의 노령 인구 및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을 지원합니다. LTSS는 두 가지 현행 면제 
프로그램 (Medicaid Alternative Care (Medicaid 대안 진료, MAC) 및 Tailored Supports for Older Adults (노인 맞춤 지원, 
TSOA))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 55세 이상을 위한 진료 선택을 확대하여 이들이 집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간호 시설 입소 등 집중 서비스 
이용 시기를 늦추거나 방지합니다. 

• 교육, 지원 그룹, 휴식 서비스, 전문 의료 장비 및 물품, 건강 유지 및 치료, 가사 지원, 식사 배달 등을 통해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18세 이상의 무급 가족 간병인을 지원합니다. 

MAC 은 현재 Medicaid LTSS 를 이용하지 않는 Medicaid 자격자를 돌보는 무급 가족 간병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1 
MAC 은 무급 가족 간병인이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TSOA는 향후 Medicaid LTSS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자격 카테고리와 혜택 패키지를 마련합니다. TSOA는 
개인과 가정이 빈곤화를 막거나 지연시키도록 도와주며 향후 Medicaid 지원 서비스 요구를 지원합니다. TSOA 는 또한 
무급 가정 간병인을 지원합니다. 

현재 MTP 에서 이 작업은 다음을 통해 Medicaid 건강관리 제공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추가 옵션 제공. 

• 빈곤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 Medicaid LTSS를 포함한 기존 Medicaid 지원 서비스의 성장 추세 둔화. 

• 무급 가족 간병인이 본인을 관리하면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식 제공. 

• 가능한 집에 오래 머물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제공. 

MAC 과 TSOA는 갱신을 통해 변경 없이 계속 제공됩니다.  

갱신 시 워싱턴주는 MAC 및 TSOA에 적용되지 않는 다음의 새로운 Medicaid LTSS 요소를 추가합니다. 

• 후견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이행 및 치료 목적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적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또한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혜자를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현재 워싱턴주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SHS)는 주의 비용으로 법적 
후견인에게 보상을 지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본인의 자원으로 후견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구성요소는 DSHS 가 LTSS에 의지하는 개인을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후견청(Office of Public Guardianship, OPG) 계약 후견인에게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 조정 개인 간병: 많은 전문 간병인은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수혜자 방문 건당 최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수혜자들이 투약 등 한 번에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수행해야 하는 일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1 이 문서에서 MTP 면제를 통해 제공되는 LTSS는 MAC과 TSOA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LTSS 프로그램을 참조할 경우에는 
"Medicaid LTSS"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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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정 계획에 따르면 수혜자들은 간병인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조정 개인 간병 요소는 
가까이 거주하는 수혜자에게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와 간병인을 위해 보다 
유연한 일정 계획과 더 나은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임대 보조금 집세 및 임대 보조금은 현재 CMS 면제나 주 플랜에 포함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MTP 
갱신 추가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 자격 카테고리에서 DSHS의 노인 및 장기 지원 행정국(Aging and Long-
Term Support Administration, ALTSA)의 임대 보조금 제공 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o ALTSA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택 환경으로 옮기고자 하나 소득으로 인해 저렴한 주택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임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설 입소 중인 개인. 

o 현재 독립 주택으로 이주할 방법이 없으며 주거 프로그램에서 거주 중인 ALTSA 수혜자. 이것은 현재 
이행 구조에서 가장 큰 격차이며, 이주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주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용력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o 기초 지역사회 지원 주택(Foundational Community Supports 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으며 독립 주택을 감당하기 위해 임대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ALTSA 수혜자 

• 추정 자격: Medicaid 자금 지원 LTSS를 위한 금전적 자격은 현재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대면 평가, 의료기록 검토, 수혜자와 가족, 기타 관련자와의 협력을 통한 정신건강 문제, 
치매, 기타 진단으로 인한 기능 손상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 승인 전에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주거 LTSS 를 신청한 개인의 추정 자격(PE) 절차 확대 시 신청인은 전체 자격 판단을 
마치기 전에 즉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집에 머물기보다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쉽습니다. PE의 확대를 통해 본인이 
선택한 환경에서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Community First Choice 및 1915(c) 면제 
그리고 Medicaid 의료 보장을 통한 적절한 LTSS 서비스 이용이 포함됩니다.  

o LTSS PE 혜택 패키지는 개인 중심 계획 절차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o 나중에 범주적 필요(CN) 또는 대안 혜택 계획(ABP) Medicaid 자격에 해당하는 개인은 더 이상 LTSS PE 
서비스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o 이 혜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민간 보험, Medicare, 주 플랜 Medicaid 또는 기타 연방이나 주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인 돌봄 강화 
MTP의 처음 6 년 동안 HCA 는 주 전체의 신체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인 돌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갱신을 통해 주는 표준 임상 통합 평가 및 제공자를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표준화된 주 전역 평가를 통해 제공자와 플랜, 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전을 파악하고 개선 기회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는 Accountable Communities of Health (책임 있는 보건 커뮤니티, ACH), managed care 
organizations (관리형 의료 조직, MCO), 행동 건강 기관 등이 있습니다. 

목표 3: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둔 진료 제공 
및 대금 지급 혁신 가속화 
기초 지역사회 지원(FCS) 
FCS는 현행 MTP 면제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HCA 와 ALTSA 의 파트너쉽입니다. Amerigroup은 계약을 체결한 
제삼자 관리기관입니다. 이들은 함께 주에서 가장 취약하고 복잡한 돌봄 요구를 가진 Medicaid 수혜자들에게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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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지원 주택이라고도 함) 및 지원 고용 서비스(개인 배치 및 지원 서비스라고도 함)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족과 회복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주택 서비스는 지역사회 주택을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고용 서비스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용주 및 자산 소유자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환경에 맞는 개인을 찾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주거 비용이나 급여 또는 
급여 보충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실업 및 일자리 불안정, 주거 상실, 주거 불안정은 건강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또한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SDOH)이라고 합니다.2 주거 상실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며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위험 및 SUD 위험을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업은 기존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FCS는 두 가지 증거 기반 실무(개인 배치 및 지원, 영구적 지원 주택)를 통해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를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20,000명 이상이 FCS에 가입했습니다. 프로그램 조기 발견: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율, 소득, 근무 시간 개선.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택 상실 상태 종료 증가. 

• FCS 가입자의 외래 응급실 및 입원 이용 감소 전망. 

갱신을 통해 FCS는 또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입원 정신과 치료 또는 SUD 치료를 종료할 때, 또는 치료를 받기 전달에 주택 상실을 경험한 경우 
Medicaid 자금을 이용하여 FCS 가입자가 일회성 이전 요금(첫 달 및 마지막 달 임대료, 신청 수수료 및/또는 
기본 가정용품 등)을 지불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고용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주택 자격을 16 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행기 청소년 및 위탁양육을 종료한 청소년의 
임대 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계획 1의 진화) 
이 작업은 워싱턴주 Apple Health care 제공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ACH 와 Indian health care providers (인디언 
건강관리 제공자, IHCP)는 지역사회 및 지역 내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TP의 처음 6 년 
동안 ACH 는 보건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역량 구축, 의료 전달 체계의 재설계, 신체 및 행동 건강의 통합, 오피오이드 
이용 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HCA와 ACH, MCO 및 기타 파트너들은 갱신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 임상 의료 이상의 건강 지원 연속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처리하는 서비스: 이 프로그램은 임상 의료 이상의 건강 및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혜택을 제공합니다. 

o 대체 서비스(ILOS): ILOS3 는 적절하고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임상 의료의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 있는 사람의 집에서 카펫을 마루로 교체하는 것이 천식 발작으로 인해 반복하여 응급실을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 SDOH를 광범위한 건강 및 삶의 질 위험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학습, 업무 및 놀이 장소의 조건으로 정의했습니다.  
3 ILOS에는 주택 이전 내비게이션 서비스, 주택 보증금, 주택 임대 및 유지 서비스, 휴식 서비스, 주간 교육 프로그램, 간호 
시설을 보조 생활 시설로 이전/전환, 지역사회 이전 서비스/간호 시설의 주택 이전, 환경 접근성 적응(주택 개조), 천식 교정, 
의학적 맞춤 식사, 중독 재활 센터, 단기 입원 후 주택, 의학적 휴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https://www.dshs.wa.gov/sites/default/files/rda/reports/research-11-251.pdf
https://www.cdc.gov/socialdeterminants/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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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MCO 나 Medicaid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들은 이미 워싱턴주에서 ILOS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통해 4 워싱턴주는 이용 가능한 ILOS를 공식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o 건강 관련 서비스(HRS): 이 프로그램은 주에서 건강 관련 요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통, 식품, 주택, 
목표 금전적 지원(공공서비스 요금 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H는 커뮤니티 허브(Community 
Hub)(아래 설명)를 통해 개발된 추천 파트너쉽을 통해 이 서비스들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ILOS를 보충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ILOS 와 달리 특정 임상 진료를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혜택은 노인이 
일주일에 한 번 노인 센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금 지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를 
대체하지는 않으며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웰빙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 의료 조정: 각 ACH는 지역 커뮤니티 허브(Community Hub)를 감독하여 주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 기반 의료 조정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허브 개념은 MTP 의 처음 6 년 동안 시작된 작업이 진화된 것이며 COVID-19로 인해 격리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CareConnect 프로그램에 맞게 조정됩니다. 커뮤니티 
허브 기능은 표준화되어 SDOH 선별을 포함할 것이며 지역사회 자원의 파악 및 탐색, 추천, 지역사회 보건 
근로자(CHW) 대금 지불을 도울 것입니다.  

커뮤니티 허브는 임상 의료 조정을 중복하지 않고 개인을 1차 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 및 조직과 
연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허브는 이를 통해 보건 제도와 지역사회 모두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허브는 시간과 자금을 통해 확립될 것입니다. 주는 각 지역에 선행 설계 및 이행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느 나중에 활성화된 허브를 위한 운영 자금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자금 지원은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조정될 것입니다. 

• 보건 형평성 및 지역사회 역량 자금 지원: HCA는 유연한 보건 형평성 자금 지원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의견 제시에 따라 ACH는 자금 지원을 관리하여 보건 형평성과 SDOH 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계획과 요구를 지원하고 다른 영역을 통해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를 보충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이 자금의 세부사항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IHCP 프로젝트 역시 MTP의 처음 6 년간 계획 1 의 한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HCA와의 협력을 통해 
원주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AI/AN)의 전인적 요구에 부합. 

• IHCP 행정 및 기술 역량 개선. 

• AI/AN이 겪는 보건 불평등 해소 노력. 

MTP 갱신을 통해 AI/AN 의 지역사회 의료 조정 요구에 초점을 두고 주 전체의 원주민 커뮤니티 허브의 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족 및 IHCP 와의 상의를 통해 HCA 및 부족의 고유 관계를 인정하고 AI/AN 고유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ACH 를 위한 유사한 노력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획 1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4 ILOS는 이미 관리형 의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이행을 위해 면제 권한이나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저희는 갱신을 통해 이 서비스들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할 것입니다.  

https://www.hca.wa.gov/assets/program/evolution-of-initiative-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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