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관행 알림
본 알림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 및 공개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알림을 주의하여 읽어 주십시오.

가입자/환자님, 안녕하십니까?
가입자의 건강 및 비용에 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정보는 보호받는 건강

PHI 란 무엇입니까?
PHI 는 가입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상태에 관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서 가입자에 관한 PHI 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병원 또는 기타
건강 보험이나 보험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법률에 따라 당사는 가입자 및
환자를 위해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안전하게

가입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때로 가입자의 승인 없이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자의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하는 경우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자 또는 환자가 신규
가입자든, 기존 가입자든 상관없이 가입자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경우(“치료”):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PHI)라고

또는 환자의 정보는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본 알림에

•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다.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지급”):
•

•
Privacy Office
(562) 677-2402

가입자에게 필요한 진료, 약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당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의사, 클리닉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가입자가 당사로부터 받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건강 보험 업무를 위한 경우(“의료 서비스 운영”):
•
•
•

당사의 프로그램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감사, 부정 및 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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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가 가입자의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있거나 법률에 따라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들의 법률 준수를 강제하는 경찰
및 기타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 공중 보건 당국 또는 FDA 에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 학대 및 무관심을 보고하기 위해
• 당사가 요청받은 경우 법원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연구 또는 아래에 나열된 기타 업무에
대해 가입자의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하기
전에 먼저 가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가입자에 대한 의사의 심리 치료
기록을 공유하기 전에 가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가입자의 PHI 를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위해 가입자의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하기 전에 먼저 가입자의 서면 승인을
받습니다.

•
•

당사가 PHI 를 공유하는 것을 중지하길 원하는
경우 당사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가입자의 승인을 받았을 당시 이미 사용 또는
공유했던 내용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가입자의 PHI 사용 또는 공유는
중지됩니다.

•

•

•

•
•

•

•
•

•

법률 서류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 또는 검사와 같은 업무를 위해 보건
감독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등록
업무, 가입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시관, 법의관 또는 장의사가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인을 파악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의 신체 일부를 과학 실험에
기증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 조사를 위해
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자가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할 때 학교에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 기관(Workers’ Compensation)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당사가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해야 하는 경우

가입자가 승인한 경우 당사는 가입자의 가족
또는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가입자가 선정한
사람과 가입자의 PHI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당사는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와 관련된 당사의
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
법률에 따라 본 알림에서 기술한 범위 이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법률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본 알림에서 설명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PHI 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본
알림에서는 가입자의 PHI 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당사에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와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공유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가입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권리도 명시합니다. 당사는 본

대부분의 경우 당사는 진료 외 업무, 지급, 일상

알림에서 기술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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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 알림 또는 PHI 의 안전한 보관

시스템 및/또는 사전 녹음된 메시지를 사용하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경우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뉴스레터로 해당
변경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이러한 전화 또는
메시지는 치료 옵션, 기타 건강 관련 혜택 및

새로운 알림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은 당사가 이미 가입자에 관해

서비스, 등록, 지급 또는 청구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PHI 에 적용됩니다. 또한 변경
사항은 향후 가입자에 관해 당사가 받게 될
PHI 에도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권리
가입자는 PHI 를 공유하지 않도록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요청서를 Privacy

당사에서 가입자의 PHI 를 보호하는 방법

Office 로 보내주십시오. 단, 법률에 따라 또는

PHI 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는 사무실 및 파일을
잠급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건강

당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가입자의 PHI 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이러한

정보가 있는 서류를 파쇄합니다.

요청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컴퓨터에 액세스할

가입자가 서비스 비용 전체를 지급하는 경우

수 있도록 암호를 사용합니다. 또한 특수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감시합니다.

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입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입자는 당사에 기록된 주소 외의 다른 주소로

규정을 마련합니다. 당사를 위해 일하는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가입자의 PHI 를 보내 달라

사람들은 가입자의 PHI 를 사용 또는 공유할 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록된 주소로
PHI 를 보내면 가입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당사가 가입자의 PHI 와 관련하여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우 다른 주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요청서를 Privacy Office
로 보내주십시오.

가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의 PHI 를 사용하여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

가입자는 가입자의 PHI 를 열람하고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PHI 를 복사하거나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검토하려면 Privacy Office 에 서면 요청을

건강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 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입자의 요청에 대해

있습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제한합니다.

기록의 경우 법률에 따라 가입자가 열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 당사의 계열사 및/또는 공급업체는
가입자가 당사에 제공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 전화 걸기

가입자의 의료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되
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Privacy Officer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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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이때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는 가입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당사가 가입자의 PHI 를 다른 대상과
공유했던 지난 6 년간의 기록을 요청할 수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인종, 민족, 언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 결과를 개선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건강 교육 정보를 생성하고 보냅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의 언어 요구
사항을 알려줍니다.
• 가입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있습니다. 당사가 의료 서비스, 지급, 일상적인
건강 보험 업무 또는 본 알림에서 설명하지
않은 기타 몇 가지 이유로 해당 PHI 를 공유한
경우는 이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본 알림의 인쇄 사본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할 양식은 당사
Privacy Office 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Privacy Office
12900 Park Plaza Dr., Suite 150
Mail Stop CA4600-6170
Cerritos, CA 90703
전화번호:
(562) 677-2402
기타 중요한 권리 및 정보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입자의 유전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건강 보험 발급
• 서비스 요금 결정
• 혜택 결정
당사는 가입자에 관한 인종, 민족 및 언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알림에 설명된 대로
이 정보를 보호합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건강 보험 발급
• 서비스 요금 결정
• 혜택 결정
•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공개
가입자가 미성년자이고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승인하는 경우 본인의 기록에 대한
접근 또는 공유를 기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 Privacy Office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 혜택.
건강 보험 혜택은 1998 년의 WHCRA(Women’s
Health and Cancer Rights Act)를 준수합니다.
가입자가 보장 혜택 적용 유방 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당사에서 이 법률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며, 이를 통해 가입자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률을 통해 다음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되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경우의 유방
재건
• 대칭적인 가슴 모양을 복원하기 위해 다른 쪽
유방의 수술 및 재건
• 림프 부종 등 보장되는 유방 절제술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신체상의 문제 및 보형물에
대한 보장
공제액 또는 코페이와 같은 가입자 부담금
비용을 비롯하여 적절한 모든 혜택 조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ID 카드 뒷면에
있는 가입자 서비스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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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CRA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partment of
Labor 의 웹 사이트
dol.gov/ebsa/publications/whcra.html 을
참조하십시오.
불만 제기
당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입자의 PHI 가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ID 카드 뒷면에 있는 가입자 서비스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ivacy Office 또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Centralized Case Management Operation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ldg. Washington, D.C. 20201
전화번호: (800) 368-1019
이메일: OCRComplaint@hhs.gov
발효일.
본 알림의 가장 최근 개정일은 2017 년 12 월
31 일입니다.
연락처 정보
당사의 개인정보 규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
Privacy Office 에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문의하십시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Privacy Office
12900 Park Plaza Dr., Suite 150
Mail Stop CA4600-6170
Cerritos, CA 90703
(562) 677-2402

당사는 가입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사가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사는 인종, 피부색, 출생국, 성별,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사는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당사는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통역
서비스와 번역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서비스
부서에 전화하십시오. ID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TTY/TDD: 711)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인종, 피부색, 출생국,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당사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충이라고도
합니다. Compliance Coordinator, 12900 Park Plaza
Drive, Suite 150, Mailstop 6150 Cerritos, CA
90703-9329로 서면으로 당사의 규정준수
코디네이터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로 불만 사항을 보낼 수 있습니다.또한
1-800-368-1019 (TDD: 1- 800-537-7697)번으로
전화하거나,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를
통해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양식은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MMPNOPPAUG2017_KO
H6229_18_32887_I_KO
5

It' s imp ol'tant we ti·eat you fafrly
That's why we follow Federal civil rights laws in our health programs and activities. We don' t discriminate,
exclude people, or treat them differently on the basis of ra ce, color, national origin, sex, age or disa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 offer free aids and services. For people whose primary language isn 't English,
we offer free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tlu·ough interpreters and other w11tten languages. Interested in
these services? Call Customer Service for help 1-888-350-3447 (TTY : 7 11).
If you think we failed to offer these services or disc11minated based on race, color ,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or sex, you can file a complaint, also know11 as a grieva nce. You can file a complaint with our
Compliance Coordinator in wTiting to Compliance Coordinator , 12900 Park Plaza Drive, Suite 150, Mailstop
6 150 Cen-itos, CA 90703-9329. Or you can file a complaint with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at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 2020 1 or by calling 1-800-368-1019 (TTY : 1- 800-537-7697) or online at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Complaint forms are available at
http://www.hhs. gov/ civil-ri2hts/for-indivi duals/ sec tion-1 557/translated-resources

Get help in yom language
Separate from our language assistance progranL we make documents ava ilable in altemate fonnats for
members with vis.11al impairments. If you need a copy of this document in an alternate format, please call
the Customer Service 1-888-350-3447 (TTY : 71 1) .

If you speak 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free of charge, are available to you . Call
1-888-350-3447 (TTY: 7 11), Monday tlu·ough F11day from 8 :00 a.m. to 8:00 p.m . The call is free.
Si habla espaiiol, tiene a su disposici6n servicios gra tuitos de asistencia lingiiistica. Llam e al
I -888-350-3447 (TTY: 7 1 I), de hmes a viemes de 8:00 a.m. a 8:00 p.m. fata Hamada es grntuita.

Spanish

sm~ 1fl:~c:p:x . ~ o:rt~1tt1f!.:~ Jt a{JiEi ~~WJm~~i • iiat ~

Chinese

1-888-350-3447 (TTY : 11 1) ,

M - ~ ~ E ~ ~ 8~ ~ T ~ 8 U · ~ ~~ - ~ ~ ·
Neu quy vj n6i tieng Vi$t, chung t6i c6 th~ cung cap cac djch Vi,J ho tr9' ng6n ng[j, mien phi
cho quy V!. Hay gQi so 1-888-350-3447 (TTY: 71 1), th(I' Hai den t'hll' Sau, tll' 8 gio•sang
den 8 gio• toi. Cu9c g9i nay mien phi.

Vietnamese

Kung na gsasaiita ka ng Tagalog, !llaaa11 kang gumam it ng mga serbis.yo ng tulong sa w ika nang
walang bayad. Tumawag sa 1-888-350-3447 (TTY: 7 11), Lunes hanggang Biyem es !llula 8 a .m.
hanggang 8 p.m. Libre ang tawa g.

Tagalog

~ -:i;" o] {} A}-%,'8-}A] -:: ~~. ~ ~ A71:l]A{} .lj!,.s:.£.. oj-%,'8-}~ 'T ~ -,;; ye}. 1-888-350-3447
(T TY:77 1) ~.fl.. ~ .ljlE:j "5'.fl..~7J} A] .£.{18 A] oJ]A7 .2..~ 8 A] A}o]oJ] ~~} 7} 'o ~ l..)Cl,. ~~ C

Korean

'T" .s. o,J L.j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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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 'lmp jununuI tp h1111tptu, muim 1tcitl_U1qmu m2111qgnt~Jnth bUUl1UJnt~Jnthut11u muy_6:u111 timtr1~tU1 tu
Qtq: Qmu qmhuqitp' 1-888-350-3447 (ITY: 711), 1i]1qnt.2U1l-'1*J19nt.]1pw~' 08:00-2000: U]U qmhqh 111Uy_l\U1]1 t :

1-888-350-3447 •;W 1.., .~,:,..s" 'I.ii) W-1, .fi...:i J .:.. J.,-, ..,...:.L ,j ,:;,\.,,~ •¥S..r ,~ ..r->fa .:,;½_j ~ j.1
..:....I .:ft...:1; _-i...:-...:.,,1.-,...!, 81.S c~ 8 ~ ts~~ jl .:.;~ ...rW (TTY: 711)

Ec.m Bl>I roBopHTe no-pyccKH, BaM .llOCTyrrH1>1 6ecmiara1,1e yc,il)'l'H nepeBO,ll'IHKa. 3BOHHTe no Ten.
1-888-35 0-34 47 (TTY: 7 11) c nOHe,lle,1:1>Hr1Ka no n!ITHHU.Y c 08:00 .llO 20:00. 3BOHOK 6ecmiara1>1H.

B-*~! ~ ~li ~.ti~~€; ' 11U40> ~ ii ~ m~ .:.'f!Jm l, \ t.: t.:: It* 9 J:! Ill 8 f.>, i; 'ttllm 8 O)lj=- ll1J 8
~f.>, i; lf,{f 8 ~a: "C:' 1-888-350-3447 (TTY: 7 11) .....__, E~~lil:: t .:.'jl~ <t.:: ~ l, ' o il~li*41;:l:11lt
0

Armenian

Persi.an (Farsi)

Russi an

Japanese

*4"C:'9o
I ,U4,, ~ ~.};,.. 3-:.,._lll ~~ L.....11.;..\.,,~ .:,;.,S:.... ,a':!-! ,..JI 3,.;JJ\ <!.~ ..::...:.s; I~)
.3-.;l'+- .:..\.JI.S.Ji .:,;,S:, .t i...... 8:00 3-&-W\ __,.:.:..J ~~ 8:00 3-&-WI .:.,.. ~ I ._.l! ~ ' jl .:.,.. (TTY: 7 11)

l -888-350-3447 ~}I __,~ ~

~~ ~~ '#J. 3'~ l-ki•fe3 • ~ ~ ~ ) f f e 3 ' ~ e,1 1-888-350-3447 (ITY: 71 1)
-~ ~ ~

. ~ ~ d'aa<!! •a ~ 8 ~

'3 '<31"3' 8

~~

4'

Punjabi

1 ~ ~ )ffe3' e,1

IUHlJ'l nljn SUJH1Jfil M l~i l fufl l'i\:!a ~ wtun fil Mtfl 2~ ru~smnn tjnltn Wfl n~nif1"J~mm
i 1ru8t:H'ilru2 1-888-350-3447 (fTY: 711) i~ CT§ tHui~ ~1JimU ti18'1~ 8:0 0 Lti n~ rr!IB'l~ 8:00 W
tr'1 n111un 1
nrurns :~fln~niu '1
V

Arabic

cambodian

N

Yog koj hais lus Hmoob. muaj kev pab txhais lus pub dawb rau koj. Hu rau 1-888-350-3447 (TTY: 71 1) .
Txij lumb Monday txog hnub Friday thaum 8:00 teev sawv ntxov rxog 8:00 teev tsaus ntuj . Tus xov tooj
no yog hu dawb xwb.

Hmong

ma- 3IT9" ~ ~ g ctt 3lm ~ J:l'tfci if ffl1!il' .fit(l~cll ~ ~ t 1 .fih-iciFl ~

Hindi

~

~ ~ 8:00 ~ ~

~rm

8:00 ci<fi, 1-888-350-3447 (TTY: 711) tR

;;m;r ~

I ~

;;m;r

~ e,"1
£1lj:\CU ~Glfl1 l:tl 't \11 ll j:\CU~llJ1 5fl11fll5 fll5'll1 UL'l-l~i:l'Vl1'1flllfl'ttim 1 \115 1-888-3 50-3447 (TTY: 71 1) .
foiu\11 {£1'11Ull!fl{ L1Ell 8:00 a.ill.

ifo 8:00 p .m.

Thai

1Glllvl'tliL~lJl:ht'tf:h[J1Gl,

'1'ltJl'll..H6'°'lru'l:J'l~'l;:HUJ1JlJtJ!:ln'l1J UUW'l:J'I~ ,:Je.ifl'l1Ultn'l1J. lUltn'l ,u 1-888-3 50-344 7 (TTY: 711 ).
5u~1J Ul'I 5u:Jn
. 8:00 lu~ '~'I Ul'I 8:00 lu~ u~~. n'l1Jlt11 uuuttls.

Lao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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