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 RESPONSE (KOREAN TRANSLATION) 

                                                     코비드 대응 

                          의료 지원 서비스(DMAS) 

 

갱신  

버지니아주는 현재 Medicaid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잃지 않도록 여러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 적용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o 회원의 연령이 19, 21, 26 및 65에 다다를 때 

          o 여성의 산후 기간 60 일이 지났을 때 

          o 가입자가 갱신 양식을 미제출시, 혹은 갱신과 관련된 확인요청을 미완료시 

o Medicaid와 Medicare가 동시 등록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Medicaid 가입자가         

  Medicare 자격을 획득했을 경우 (예: 유방암 예방과 치료 및 확장) 

      • 버지니아주는 6 월, 7 월 및 8 월 갱신을 90 일 동안 연장합니다. 6 월 갱신은    

        9 월까지, 7 월 갱신은 10 월까지, 8 월 갱신은 11 월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 지침이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은 버지니아주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률)을 통해 향상된 연방 의료 지원 비율 (6.2 %)을 지원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2020 년 3 월 18 일에 발효된 임시 추가 연방 의료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주정부는 복지 보건부 장관이 선언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종료되는 달 말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20 년 1 월 1 일 기준,  주정부가 시행했던 것보다 덜 제한적으로 자격기준, 방법 또는 

절차를 유지해야합니다. (노력의 유지 요건). 

       • 2020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청구되었던 보험료보다 초과부담 할 수 없습니다. 

• COVID-19와 관련된 테스트, 서비스 및 치료 (백신, 특수 의료 장비 및 테라피를 포함한)   

비용을 어떠한 비용분담 없이 커버해야 합니다 

•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격을 종료하거나 더 이상 주 거주자가 아닌 한, 비상 기간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비상 기간 동안 등록된 경우도           



  개인들을 Medicaid에서 해지시키면 안됩니다. (지속적인 혜택 제공 요건). 

  
CMS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 Increased FMAP FAQs: 
https://www.medicaid.gov/state-resource-center/downloads/covid-19-section-6008-faqs.pdf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융통성 

 

버지니아주는 기존 가입자를 위해 당사자 혹은 의료 제공자가 어려움없이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공공의 

안위를 위한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Medicaid / FAMIS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공제받습니다. 

• 전화나 화상을 이용한 원격의료 사용을 장려하고 대면 교류는 금지 혹은 제한합니다. 

• “fill-to-soon” 제한 없이, 가입자들은 일상적인 (반복적인) 처방전의 경우 90일치의 

약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위중한 의료 서비스에 한하여, 특히 개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승인이 연장됩니다. (목록은 의료 제공자 통지 및 MCO 

서신에 기재되어 있음)  

• 고위험 군 및 노인 가입자에게 연락하여 위급한 필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 “Out-of-network” 수락 요구사항을 완화해야 합니다. 

•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 제기 절차를 수정합니다. (MCO 이의 제기 및 주 공정 

청문회에 대한 이의 신청 보류중인 사항과 늦게 접수 된 경우에도 자동으로 혜택 

부여되며, MCO가 늦게 제출된 이의 제기, 전화 청문회, 청문회 일정 요청을 

수락하도록 지시) 

• 비상 시국 동안 DD 면제 자리가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Medicaid 대상자를 위한 DMAS’s COVID-19 정보 :                

https://coverva.org/materials/One_Pager_3_24_FINAL.pdf 

• 의료 제공자 안내 : COVID-19와 관련된 의료 제공자 융통성 : 

http://dmasva.dmas.virginia.gov/files/links/5249/3.19.2020_COVID%2019%20MEMO_

4.0.pdf 

• MCO 서신 : COVID-19와 관련된 MCO 서비스 제공 융통성 :    

http://dmasva.dmas.virginia.gov/files/links/5248/COVID%2019%20MCO%20Guidanc



e% 201 % 20 % 203-19-2020 % 20Final.pdf 

 

추가적으로, 국가 비상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함께 선언될 때, 주정부는 §1135 면제를 

신청하여 주가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MS는 별도의 

신청없이 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면적인 면제 목록을 배포하였습니다.   

https://www.cms.gov/files/document/covid19-emergency-declaration-health-care-providers-

fact-sheet.pdf. 버지니아주는 §1135 면제를 통해 추가 융통성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DMAS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프로세스이며, 초기 승인 이후 새로운 융통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번 주에 초기 §1135 면제권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안내문, 변동사항 또는 기타 COVID-19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DMAS가 

일원화된 의사소통 창구를 아래 링크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http://dmas.virginia.gov/contactforms/#/gene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