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으십니까?
저희에게 연락해주
시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이미 건강 보험이
있으십니까?
Apple Health for Kids(메디케이드 또는 CHIP)
를 통해 이미 건강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갱신하셔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이전과 다릅니다.
• 19세 이상이신 경우 새로운 Healthplanfinder
웹사이트 www.wahealthplanfinder.org에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을
필요로 하십니까?
저희가 보장해드립니다

보건국이 Washington Apple Health
(메디케이드)를 관리합니다.
본 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1-800-562-3022로 연락하여주십시오.

TTY/TDD 사용자는 1-800-848-542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18세 이하이고 본인의 보험을 신청하시는
경우 1-855-923-4633에 전화를 하여
신청이나 갱신을 하시거나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기반한 직접 보조인/안내인을 찾으시려면
Healthplanfinder 웹사이트
www.wahealthplanfinder.org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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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십대나 젊은 성인이
알아야 할 사항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워싱턴주의 많은 십대와 젊은 성인이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보험은 Washington Apple Health라고 하며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건강보험은 의사의 검진,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치료, STI 선별, 처방약, 입원과 같은
젊은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또한 피임, 임신 치료, 임신 중절,
정신 건강, 약물이용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성인을 위한 저렴한 건강 보험을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 보험에 가입하였던
보다 많은 저소득 성인과 젊은 성인들이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건강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보통 18세 이하 청소년은 부모님이나
보호자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직접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보호자와 따로 살고 있으며 부모님/
보호자가 세금 피부양자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임신한 경우
• 산아 제한이나 성매개감염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문이 있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무료 비밀 핫라인
1-855-WAFINDER (855-923-4633)으로 전화를 걸어
"메디케이드 자격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십시오. 귀하의 선택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드릴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무료 웹사이트인 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이용하거나 업무시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
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도움을 드릴 사람("길잡이")을
찾으시려면
• www.wahealthplanfinder.org를 방문하시거나
• 1-855-923-4633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신청을 하시려면
• 소득 정보, 우편 주소, 기타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 우편 주소가 없으시면 친구나 친지의 주소
또는 보호소나 학교의 주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경우
1-855-WAFINDER (855-923-4633)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 18세 미만이고 부모님/보호자 없이 본인의
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웹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