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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보장(APC)

혜택혜택  및및  서비스서비스
APC는 산후 후속 관리와 추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혜택에는 치과 진료, 피임,
예방 진료, 행동 건강 및 기타 Apple Health에서
보장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가입
자격을 충족하시면 소득에 관계 없이 임신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 동안 보험 보장이 제공됩니다.

Apple Health에서 어떤 서비스를 보장하는지
알아보시려면 hca.wa.gov/apple-health-services
를 방문하십시오.

자격자격  요건은요건은  어떻게어떻게  되나요되나요?

APC 프로그램프로그램  가입가입  자격을자격을  얻기얻기  위해서는위해서는
귀하께서귀하께서  다음에다음에  해당해야해당해야  합니다합니다..

•  최근 12개월 내에 임신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워싱턴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 소득이 뒷면에 열거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Apple Health 프로그램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민 지위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ca.wa.gov/apc에서
확인하십시오.

Apple Health (Medicaid) 임신 후 보장 (After-Pregnancy Coverage, APC)은 임신 후 12개월 동안 귀하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웰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hca.wa.gov/apc
www.hca.wa.gov/apple-health-services


임신임신  중이시며중이시며  이미이미 Apple Health 보험보험  보장을보장을  받고받고  계십니까계십니까?

이미 Apple Health 보험 보장을 받고 계신다면 귀하의 임신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APC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통해 보험 보장을 받고 계신다면 wahealthplanfinder.org에서

변경해주십시오.
•  Apple Health Classic Medicaid (65세 이상, 맹인 또는 장애인)를 통해 보험 보장을 받고 계신다면

washingtonconnection.org에서 변경해주십시오.

최근최근  12개월개월  이내에이내에  임신을임신을  하셨고하셨고 Apple Health 보험보험  보장을보장을  받고받고  계시지계시지  않습니까않습니까?

귀하는귀하는  APC 자격이자격이  있을있을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 지금지금  신청하세요신청하세요!
•  온라인: wahealthplanfinder.org에서 "지금 신청(Apply Now)" 버튼을 선택하세요.
•  모바일 앱: WAPlanfinder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  전화: Washington Healthplanfinder, 1-855-923-4633으로 전화하세요.
•  신청서: hca.wa.gov/health-care-application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  직접 신청: 지역 내 직원이 무료로 귀하의 건강 보험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o  wahealthplanfinder.org - 고객 지원 링크를 통해 내비게이터를 찾아보십시오.

1인인 2인인  가구가구 3인 가구인 가구

$2,406/월 $3,254/월 $4,102/월

4인 가구인 가구 5인 가구인 가구 6인 가구인 가구

$4,950/월 $5,799/월 $6,647/월

자격을자격을  인정받을인정받을  수수  있는있는  월월  최고최고  소득은소득은  얼마입니까얼마입니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형식이나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필요하시다면 1-800-562-3022(TRS: 711)로 문의해주십시오.

www.wahealthplanfinder.org
www.wahealthplanfinder.org
www.wahealthplanfinder.org
www.hca.wa.gov/health-care-application
www.washingtonconnect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