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Apple Health (Medicaid) 신규 이용자 안내 
1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2부에서는 의료 제공자를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사항에 관해 다룹니다. (HCA 19-041 참조)

1부: Apple Health에 가입하신 이후
귀하에게 신규 가입자용 소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소책자에는 귀하가 받게 될 보장에 관한 중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www.hca.wa.gov/ah-client-booklets 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에서도 정보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서비스 카드
Washington Apple Health에 가입하신 다음 2주 정도
뒤에 이 그림과 같은 서비스 카드(ProviderOne 카드)
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를 잘 보관하십시오. 서비스
카드에는 건강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고객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카드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카드는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활성화됩니다.

Apple Health 자격이 있는 각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서비스 카드를 받게 됩니다. 각 개인은 평생 부여되는
고유 고객 번호를 받습니다.

과거에 Apple Health 보장(또는 Apple Health 명칭을
사용하기 전 Medicaid 보장)을 받으셨다면 새 카드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보장을 계속 받지 않으셨더라도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비스 카드의 “ProviderOne” 문구
ProviderOne은 건강 플랜과 함께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또한 귀하께 서신과 책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카드의 번호는 귀하의 ProviderOne
고객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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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Apple Health(Medicaid)는 보건국
(Health Care Authority)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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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카드에는 수혜자의 이름과 ProviderOne 고객 번호,
발급일자를 제외하고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Apple Health나 건강 플랜은 서비스 카드를 발급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귀하께 직접 묻지 않습니다.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화나 이메일로 묻는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했다면 요구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고 저희 고객 서비스 센터
1-800-562-3022로 신고하십시오.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Apple Health 가입을 완료하신 후 2주가 지나도 서비스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ProviderOne 클라이언트
포털(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을 방문해
무료로 카드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건강 플랜 가입
Apple Health를 www.wahealthplanfinder.org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보통 자동적으로 거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플랜에 등록됩니다. 당시 건강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선택해드릴 것입니다.

거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플랜이 있는 경우,
언제든 www.wahealthplanfinder.org 를 방문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 변경은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플랜 변경 방법은 4페이지의 “건강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보장 갱신
Apple Health 가입은 보통 1년간 유지됩니다. 저희는
귀하의 Apple Health 보장을 갱신하도록 안내하는 서신을
보내드리므로 귀하의 우편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신은 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임을
안내할 것이므로 서신의 정보가 올바르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pple Health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www.wahealthplanfinder.org (아동, 임산부, 부모/보호자,
미혼인 성인 보장 관련), www.washingtonconnection.org
(65세 이상, 시각장애 또는 기타 장애인 보장 관련), 우편
또는 전화 통화를 이용해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서신을
통해 선택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이하는 다섯 가지 건강 플랜과 연락처 정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플랜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의료 건강 플랜 전화번호 간호사 헬프라인

Amerigroup Washington, Inc. (AMG)
www.myamerigroup.com/wa/pages/welcome.aspx 1-800-600-4441 1-866-864-2544

Community Health Plan of Washington (CHPW)
www.chpw.org 1-800-440-1561 1-866-418-2920

Coordinated Care Corporation (CCC)
www.coordinatedcarehealth.com 1-877-644-4613 1-877-644-4613

Molina Healthcare of Washington (MHC)
www.molinahealthcare.com/members/wa/en-us/Pages/home.aspx 1-800-869-7165 1-888-275-8750

UnitedHealthcare Community Plan (UHC)
www.uhccommunityplan.com 1-877-542-8997 1-877-543-3409

http://www.molinahealthcare.com/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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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ember #
Plan
Group
Clinic (PCP)
Clinic Phone
Copayment
RxBin
RxGroup
State ID#

JOHN M SAMPLE
12345678 01
Washington Apple Health
Apple Health - Family
Clinic XYZ
555-555-5555
OV $0 / ER $0 / RX $0
003858
CHWA
200000000WA Please see back of card for 

important information.

귀하의 건강 플랜 카드
귀하의 건강 플랜에서 위와 비슷한 ID 카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카드를 잘 보관하십시오.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갈 때, 다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와 면담을 할 때 서비스 
카드와 건강 플랜 카드를 모두 챙기십시오. 또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궁금하실 만한 질문
아직 카드가 없을 경우 어떻게 고객 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카드가 도착하기 전에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처방약을 
받아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ProviderOne 클라이언트 포털(https://www.waproviderone.
org/client)에서 수혜자 번호를 받습니다. 해당 수혜자 번호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약사에게 제시합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약사에게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온라인으로 귀하의 수혜자 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ProviderOne 클라이언트 포털(https://www.waproviderone.
org/client )을 이용합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562-3022에 문의합니다.
•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 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Client(고객)”를 고로신 다음 “ 
Services Card(서비스 카드)”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신규 카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재발급된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7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신규 카드를 
주문하면 기존 카드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건강 플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건강 플랜에 전화해서 새 카드를 요청하십시오. (건강 플랜 
전화번호는 2페이지 참조.) 

Apple Health 보장 가입이나 건강 플랜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ProviderOne 클라이언트 포털(https://www.wa.providerone.org/
client)을 방문하여 보장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 번호 1-800-562-302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카드 번호나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1. 언어를 선택합니다.

• (1) 영어
• (2) 스페인어 
• (3)  기타를 선택하면 직원 직접 통화로 연결되어 통역 

보조를 받게 됩니다.
•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영어로 진행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1)번 수혜자 셀프 서비스 옵션을 누릅니다.

3. (3) “Check eligibility(자격 조회)”를 누릅니다.

4. (1)번을 눌러 ProviderOne 서비스 카드 번호 및 우편번호를 
입력하거나

 (2)번을 눌러 사회보장번호 및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5. (1)번을 눌러 오늘 적용되는 혜택을 확인하거나 (2)번을 
눌러 다른 날짜에 적용되는 혜택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큰 범주의 혜택 정보가 재생됩니다. 혜택 상세 정보를 
들으시려면 메시지가 종료된 후 (1)번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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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플랜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 네, 몇 가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hca.wa.gov/ah-client-booklets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어느 소책자를 읽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 Apple Health 고객 서비스 번호  
1-800-562-3022로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건강 플랜에서 건강 플랜 외부의 전문가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건강 플랜에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해진 의사나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그 의사나 제공자가 어느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의사나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플랜에 가입된 경우, 
건강 플랜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귀하의 
건강 플랜에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Apple Health 행위별 
수가 서비스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귀하께서는 
Apple Health 행위별 수가 서비스를 인정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5페이지의 “행위별 수가 
서비스(Fee-for-service)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주치의란 무엇입니까?
주치의는 귀하의 건강 관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전문의, 기타 건강관리 전문가, 진료소를 말합니다. 
주치의는 귀하의 건강 플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주치의는 귀하의 건강 플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 현재 건강 플랜의 네트워크에서 주치의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플랜에서 주치의를 선택해드립니다. 
건강 플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치의를 선택하십시오.  
본 가이드 2부에서는 주치의 선택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건강 관리 플랜에서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또는 건강 플랜에 전화하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본 가이드 2부(HCA 19-041)에서 초진 예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가족 모두가 동일한 건강플랜에 가입해야만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미국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이 아닌 
이상 한 가족은 모두 같은 건강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www.hca.wa.gov/ah-client-booklets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책자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플랜의 기본 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서비스 제공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모든 플랜의 기본 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서비스 제공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책자에 
기본 서비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건강 플랜은 각기 다른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선호하시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플랜 네트워크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건강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 변경 시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적용됩니다. 건강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Washington Healthplanfinder 웹사이트에서 변경합니다. 

www.wahealthplanfinder.org (아동, 임산부, 부모, 보호자 
및 미혼인 성인 수혜자)

• ProviderOne 클라이언트 포털 웹사이트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를 방문합니다.

•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 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Client(고객)”를 고른 
다음 “Enroll/Change Health Plans(건강 플랜 가입/변경)” 
주제를 선택합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562-3022에 문의합니다. 

어떤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까?
귀하의 건강 플랜에서 어떤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진료 시간 외에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건강 플랜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화 번호를 통해 24
시간 간호사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건강 
플랜에서 보내드린 안내서의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91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 치료시설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귀하의 
건강 플랜에 전화를 하셔서 귀하가 응급 상태라는 사실과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리십시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나 생명의 위험이 없는 경우 
귀하의 1차 진료 제공자나 건강 플랜, 24시간 간호 전화에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는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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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는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요, 건강 플랜의 규정을 준수하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귀하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척추지압이나 미용 성형수술과 같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
• 귀하께서 건강 플랜의 이름을 모르시면 서비스 

제공자도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할 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 
카드와 건강 플랜 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카드에 
관한 정보는 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귀하의 건강 플랜 네트워크에 있지 않은 의료진에게서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치료가 아니거나 건강 플랜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

• 전문가 진료에 대한 귀하의 건강 플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위별 수가 서비스(Fee-for-service)란 무엇입니까?
Washington Apple Health가 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건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장 형태는 종종 “관리 의료 플랜 외 보장”으로도 
불립니다. Apple Health 고객은 일반 진료에서는 행위별 
수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건강 
플랜을 통해 “관리 의료”로 제공됩니다. (다음 질문인 “관리 
의료(Managed Care)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행위별 수가 서비스 혜택”이라고 하는 몇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건강 플랜이 아닌 
주에서 보장하며 다른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https://fortress.wa.gov/hca/
p1findaprovider 에서 ProviderOne Find a Provider 
(제공자 찾기) 검색 도구로 행위별 수가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십시오.

일부 행위별 수가 서비스 혜택 목록은 www.hca.wa.gov/ah-
client-booklets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의료(Managed Care)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Apple Health 고객은 “관리 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Apple Health가 매월 정해진 금액을 건강 
플랜에 지급하여 귀하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건강 플랜이 귀하를 진료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Apple Health 고객은 
대부분 관리 의료를 받지만 일부 서비스는 “행위별 수가 
서비스” (이전의 “행위별 수가 서비스(Fee-for-service)란 
무엇입니까?” 참조)를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치과 진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치과 진료는 Apple Health 행위별 수가 서비스를 인정하는 
제공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fortress.wa.gov/
hca/p1findaprovider 에서 ProviderOne Find a Provider 
(제공자 찾기) 검색 도구로 행위별 수가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십시오.

어떤 치과 서비스와 치료가 보장됩니까?
Apple Health로 보장되는 치과 서비스 개요는  
www. hca.wa.gov/dental-services 에서 확인하십시오.

시력 검사와 안경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굴절 테스트와 시야 테스트를 포함한 시력 검사는 건강 
플랜을 통해 제공됩니다. 

• 20세 이하 아동의 경우 안경테와 렌즈, 콘택트 렌즈 및 
피팅 서비스는 Apple Health 행위별 수가 서비스를 통해 
보장됩니다.

• 성인의 경우 안경테와 렌즈, 콘택트 렌즈는 Apple Health
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나, 구매를 원하는 경우 참여  
중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인 서비스 제공자 목록은  
www.hca.wa.gov/assets/free-or-low-cost/optical_
providers_adult_medicaid.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Apple Health와 Medicaid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Washington Apple Health는 Washington 주의 Medicaid 
이름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나 접수 담당자는 Medicaid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뜻입니다.

더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까?
www.hca.wa.gov/ah-client-booklets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책자 및 건강 플랜으로부터 받으시는 자료에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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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웹페이지 및 URL

웹 페이지 URL

ProviderOne 클라이언트 포털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Washington Healthplanfinder www.wahealthplanfinder.org

워싱턴 커넥션(Washington Connection) www.washingtonconnection.org

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책자 www.hca.wa.gov/ah-client-booklets

서비스 제공자 검색(행위별 수가 서비스 전용) https://fortress.wa.gov/hca/p1findaprovider

https://fortress.wa.gov/hca/p1findaprovi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