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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HARP 또는 HARP 유자격 HIV-SNP 회원 대상 

 
귀하의 회원 핸드북이 변경되고 일부 서비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행동 건강 지역사회 중심 회복 및 역량 강화(CORE) 서비스.   
 
2022년 2월 1일부터 4개의 성인 행동 건강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BH HCBS)가 
지역사회 중심 회복 및 역량 강화(CORE) 서비스로 변경됩니다. MetroPlus Health 
Plan에서 CORE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MetroPlusHealth 플랜 카드를 사용하여 이러한 
CORE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RE 서비스가 BH HCBS보다 받기 쉽기 때문에 뉴욕주는 이 서비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자격 회원은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의 추천을 통해 CORE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H HCBS에서 CORE 서비스로 이전되는 서비스:  
 
심리사회적 재활(PSR) 
이 서비스는 사회적 연결, 구직 또는 직업 유지, 학업 시작 또는 복귀, 커뮤니티 리소스 
이용과 같은 생활 기능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 정신과 지원 및 치료(CPST)  
이 서비스는 상담 및 임상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량 강화 서비스 – 피어 지원 
이 서비스는 회복 과정을 거친 피어 전문가와 연결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배우는 
데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 건강 문제를 안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 자신의 회복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 자연스러운 지원 및 리소스를 찾는 방법 

가족 지원 및 교육(FST) 
이 서비스는 귀하의 가족과 친구에게 귀하를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BH HCBS에서 CORE 서비스로 바뀌면서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CORE 서비스는 BH HCBS에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이제 직장 및 학교와 관련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CORE PSR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이나 중독 문제를 관리하면서 직업을 얻거나 학교에 다닙니다.  
•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가정을 관리합니다.  
•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강화합니다.  

 
2. 단기 위기 위탁 및 집중 위기 위탁은 현재 위기 주거 서비스라고 불리며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7가지 서비스는 BH HCBS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활 
• 교육 지원 서비스 
• 구직 전 서비스 
• 전환 고용  
• 집중 지원 고용 
• 지속적인 지원 고용 
• 비의료 수송  

 
BH HCBS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해야 하나요? 
2022년 2월 1일 이전에 BH HCBS로 CPST, PSR, FST 또는 피어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CORE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BH HCBS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가요?  
예, BH HCBS를 받으려면 담당 케어 매니저 또는 회복 코디네이터와 함께 뉴욕주 적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CORE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CORE 서비스를 받기 위해 뉴욕주 적격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유자격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하는 경우 CORE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자격 서비스 제공자는 CORE 서비스를 추천하기 전에 귀하의 진단 및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CORE 서비스를 추천할 유자격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찾나요?  



 

귀하의 1차 진료 제공자 또는 치료사가 CORE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번호로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1-800-303-9626(TTY: 711)번으로 가입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