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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치료 모델(Oncology Care Model) 수혜자 통지서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는 (Queens Medical Associates) 종양 치료 모델이라고 부르는 메디케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진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를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본 편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를 포함한 종양 치료 모델에 참여하는 종양 치료 기관들은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의 암 

치료의 개선을 위하여 메디케어와 협력할 것입니다. 

귀하의 메디케어 권리에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귀하가 원하시는 진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동일한 모든 메디케어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가 종양 치료 모델에 참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에서 본 이니셔티브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환자 중심 서비스(아래에 열거된)에 대한 접속을 포함하여 본 이니셔티브에 따른 진료를 받게됩니다. 

귀하가 종양 치료 모델에 따른 진료를 받지 않으시려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는 진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어떤 진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시든 상관없이, 

메디케어는 귀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계속 의료보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종양 치료 모델은 암 치료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종양 치료 모델은 귀하의 암 치료 관리를 위한 추가 재원을 귀하의 진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귀하가 적시에 올바른 치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귀하의 진료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가 환자 중심 서비스(아래 열거된)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재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메디케어는 메디케어를 소유한 귀하와 다른 사람들이 확실한 양질의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를 모니터할 것입니다.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는 본 이니셔티브의 참여에 관하여 

메디케어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을 것입니다. 

귀하는 환자 중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종양 치료 모델의 한 부분으로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는 귀하가 화학요법 또는 호르몬요법을 

받으시는 동안 귀하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환자 중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귀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 7 일 24 시간 연중 무휴로 귀하의 의료 기록에 접속할 수 있는 진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에 맞는 상세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귀하의 진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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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환자 중심 지원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귀하의 진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중심 서비스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시려면 귀하의 진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야기 하십시오. 

 

    귀하는 이러한 환자 중심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메디케어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메디케어는 또한 귀하가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로 부터 받은 서비스 및 진료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 조사는 귀하에게 우송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화학 요법이나 호르몬 요법을 

받는 메디케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치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종양 치료 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www.innovation.cms.gov/initiatives/oncology-care/를 방문하시거나 

 (718) 312-3443 로 퀸즈 메디칼 어소시에트에 전화하시거나  

 1-800-MEDICARE (1-800-663-4227)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 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진료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불만이 있으시면 귀하의 진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수혜자 및 가족 중심 품질 개선기구(BFCC-QIO)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BFCC-QIO 전화번호를 

얻으시려면 Medicare.gov/contacts 를 방문하거나 1-800-MEDICARE 로 전화하십시오. 

    다른 진료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시려면 www.Medicare.gov/physiciancompare 를 방문하시거나,  

    1-800-MEDICARE 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medicare.gov/physiciancomp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