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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는 저희 서비스에 동등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다른  
형식 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필요하실 경우 1-800-562-3022(TRS: 711)로 문의해주십시오.HCA 65-153 (3/17) 

[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interpreters and translation of printed materi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Call 1-800-562-3022  
(TRS: 711). 

[Amharic] የቋንቋ እገዛ አገልግሎት፣ አስተርጓሚ እና የሰነዶችን 
ትርጉም ጨምሮ በነጻ ይገኛል፡፡ 1-800-562-3022 (TRS: 711) 
ይደውሉ፡፡ 

 [Arabic] خدمات المساعدة في اللغات، بما في ذلك المترجمین الفوریین
          وترجمة المواد المطبوعة، متوفرة مجاناً، اتصل على رقم

3022-562-800-1 )TRS: 711.( 

[Burmese] ဘာသာျပန္ဆုိသူမ်ားႏွင့္ ထုတ္ျပန္ထား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ဘာသာျပန္ျခင္းအပါအဝင္ 

ဘာသာစကားအေထာက္အကူဝန္ေဆာင္မႈမ်ားကုိ အခမဲ့ရႏိုင္ပါသည္။ 

1-800-562-3022 (TRS: 711) ကုိဖုန္းေခၚဆုိပါ။

[Cambodian] esvaCMnYyPasa rYmmanTaMg/ñkbkE®bpÊal'mat' nig

karbkE®bGksare◊HBumı KW/acrk◊neday≤tKit´z¬. 

ehATUrs¤BÊeTAelx 1-800-562-3022 (TRS: 711). 

[Chinese] 免费提供语言协助服务，包括口译员和印制

资料翻译。请致电 1-800-562-3022 (TRS: 711)。 

[Korean] 통역 서비스와 인쇄 자료 번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562-3022 (TRS: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Laotian] kanbMrikand™anfaSa,  lvmtzgnaYEpfaSa ElA 
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argattu. 1-800-562-3022 (TRS: 711) irratti bilbilaa. 

[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مدارک (مطالب) چاپی، بصورت رایگان ارائھ خواھد شد.با شماره

1-800-562-3022 (TRS: 711) .تماس بگیرید 

[Punjabi] ਭਾਸਾਾ ਸਾਾਇਾਾ ਸੇਾੇਵ—ਦੁਭਾਸ਼ੀਾ ਇਸਾ ਿਪ� ੰਾਕ਼ਇ਼ਾਸੋਈਾ

 ਮੱਗਰ਼ਾਦਸਾ � ਨੁੇਾਦਾ ਮਸਇ—ਮੁਫ਼ਇਾਉਿਲੱਬਧਾਸਨ।ਾ1-800-562-3022 

(TRS: 711) 'ਇਸਾਕਾਲਾਕਰੋ।ਾ

[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cele de interpretariat și de traducere a materialelor 
imprimate, sunt disponibile gratuit. Apelați 1-800-562-
3022 (TRS: 711). 

[Russian]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turjubaano afka ah iyo turjumid lagu sameeyo 
waraaqaha la daabaco, ayaa lagu helayaa lacag 
la’aan. Wac 1-800-562-3022 (TRS: 711). 

[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impresos, disponibles sin costo. Llame al 1-800-562-
3022 (TRS: 711). 

[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zilizochapishwa, zinapatikana bure bila ya malipo. 
Piga 1-800-562-3022 (TRS: 711). 

[Tagalog] Mga serbisyong tulong sa wika, kabilang 
ang mga tagapagsalin at pagsasalin ng nakalimbag 
na mga kagamitan, ay magagamit ng walang bayad. 
Tumawag sa 1-800-562-3022 (TRS: 711). 

[Tigrigna] ተርጎምትን ናይ ዝተፅሓፉ ማተርያላት ትርጉምን ሓዊሱ ናይ 
ቋንቋ ሓገዝ ግልጋሎት፤ ብዘይ ምንም ክፍሊት ይርከቡ፡፡      
ብ 1-800-562-3022 (TRS: 711) ደውል፡፡ 

[Ukrainian] Мовна підтримка, у тому числі послуги 
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номером 1-800-562-3022 (TRS: 711). 

[Vietnamese] Các dịch vụ trợ giúp ngôn ngữ, bao gồm 
thông dịch viên và bản dịch tài liệu in, hiện có miễn 
phí. Gọi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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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interpreters and translation of printed materi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Call 1-800-562-3022  
(TRS: 711). 

[Amharic] የቋንቋ እገዛ አገልግሎት፣ አስተርጓሚ እና የሰነዶችን 
ትርጉም ጨምሮ በነጻ ይገኛል፡፡ 1-800-562-3022 (TRS: 711) 
ይደውሉ፡፡ 

 [Arabic] خدمات المساعدة في اللغات، بما في ذلك المترجمین الفوریین
          وترجمة المواد المطبوعة، متوفرة مجاناً، اتصل على رقم

3022-562-800-1 )TRS: 711.( 

[Burmese] ဘာသာျပန္ဆုိသူမ်ားႏွင့္ ထုတ္ျပန္ထား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ဘာသာျပန္ျခင္းအပါအဝ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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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tian] kanbMrikand™anfaSa,  lvmtzgnaYEpfaSa ElA 
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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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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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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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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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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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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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a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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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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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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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TUrs¤BÊeTAelx 1-800-562-3022 (TRS: 711). 

[Chinese] 免费提供语言协助服务，包括口译员和印制

资料翻译。请致电 1-800-562-3022 (TRS: 711)。 

[Korean] 통역 서비스와 인쇄 자료 번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562-3022 (TRS: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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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argattu. 1-800-562-3022 (TRS: 711) irratti bilbilaa. 

[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مدارک (مطالب) چاپی، بصورت رایگان ارائھ خواھد شد.با شماره

1-800-562-3022 (TRS: 711) .تماس بگیرید 

[Punjabi] ਭਾਸਾਾ ਸਾਾਇਾਾ ਸੇਾੇਵ—ਦੁਭਾਸ਼ੀਾ ਇਸਾ ਿਪ� ੰਾਕ਼ਇ਼ਾਸੋਈਾ

 ਮੱਗਰ਼ਾਦਸਾ � ਨੁੇਾਦਾ ਮਸਇ—ਮੁਫ਼ਇਾਉਿਲੱਬਧਾਸਨ।ਾ1-800-562-3022 

(TRS: 711) 'ਇਸਾਕਾਲਾਕਰੋ।ਾ

[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cele de interpretariat și de traducere a materialelor 
imprimate, sunt disponibile gratuit. Apelați 1-800-562-
3022 (TRS: 711). 

[Russian]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turjubaano afka ah iyo turjumid lagu sameeyo 
waraaqaha la daabaco, ayaa lagu helayaa lacag 
la’aan. Wac 1-800-562-3022 (TRS: 711). 

[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impresos, disponibles sin costo. Llame al 1-800-562-
3022 (TRS: 711). 

[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zilizochapishwa, zinapatikana bure bila ya malipo. 
Piga 1-800-562-3022 (TRS: 711). 

[Tagalog] Mga serbisyong tulong sa wika, kabilang 
ang mga tagapagsalin at pagsasalin ng nakalimbag 
na mga kagamitan, ay magagamit ng walang bayad. 
Tumawag sa 1-800-562-3022 (TRS: 711). 

[Tigrigna] ተርጎምትን ናይ ዝተፅሓፉ ማተርያላት ትርጉምን ሓዊሱ ናይ 
ቋንቋ ሓገዝ ግልጋሎት፤ ብዘይ ምንም ክፍሊት ይርከቡ፡፡      
ብ 1-800-562-3022 (TRS: 711) ደውል፡፡ 

[Ukrainian] Мовна підтримка, у тому числі послуги 
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номером 1-800-562-3022 (TRS: 711). 

[Vietnamese] Các dịch vụ trợ giúp ngôn ngữ, bao gồm 
thông dịch viên và bản dịch tài liệu in, hiện có miễn 
phí. Gọi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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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interpreters and translation of printed materi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Call 1-800-562-3022  
(TRS: 711). 

[Amharic] የቋንቋ እገዛ አገልግሎት፣ አስተርጓሚ እና የሰነዶችን 
ትርጉም ጨምሮ በነጻ ይገኛል፡፡ 1-800-562-3022 (TRS: 711) 
ይደውሉ፡፡ 

 [Arabic] خدمات المساعدة في اللغات، بما في ذلك المترجمین الفوریین
          وترجمة المواد المطبوعة، متوفرة مجاناً، اتصل على رقم

3022-562-800-1 )TRS: 711.( 

[Burmese] ဘာသာျပန္ဆုိသူမ်ားႏွင့္ ထုတ္ျပန္ထား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ဘာသာျပန္ျခင္းအပါအဝင္ 

ဘာသာစကားအေထာက္အကူဝန္ေဆာင္မႈမ်ားကုိ အခမဲ့ရႏိုင္ပါသည္။ 

1-800-562-3022 (TRS: 711) ကုိဖုန္းေခၚဆုိပါ။

[Cambodian] esvaCMnYyPasa rYmmanTaMg/ñkbkE®bpÊal'mat' nig

karbkE®bGksare◊HBumı KW/acrk◊neday≤tKit´z¬. 

ehATUrs¤BÊeTAelx 1-800-562-3022 (TRS: 711). 

[Chinese] 免费提供语言协助服务，包括口译员和印制

资料翻译。请致电 1-800-562-3022 (TRS: 711)。 

[Korean] 통역 서비스와 인쇄 자료 번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562-3022 (TRS: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Laotian] kanbMrikand™anfaSa,  lvmtzgnaYEpfaSa ElA 
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argattu. 1-800-562-3022 (TRS: 711) irratti bilbilaa. 

[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مدارک (مطالب) چاپی، بصورت رایگان ارائھ خواھد شد.با شماره

1-800-562-3022 (TRS: 711) .تماس بگیرید 

[Punjabi] ਭਾਸਾਾ ਸਾਾਇਾਾ ਸੇਾੇਵ—ਦੁਭਾਸ਼ੀਾ ਇਸਾ ਿਪ� ੰਾਕ਼ਇ਼ਾਸੋਈਾ

 ਮੱਗਰ਼ਾਦਸਾ � ਨੁੇਾਦਾ ਮਸਇ—ਮੁਫ਼ਇਾਉਿਲੱਬਧਾਸਨ।ਾ1-800-562-3022 

(TRS: 711) 'ਇਸਾਕਾਲਾਕਰੋ।ਾ

[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cele de interpretariat și de traducere a materialelor 
imprimate, sunt disponibile gratuit. Apelați 1-800-562-
3022 (TRS: 711). 

[Russian]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turjubaano afka ah iyo turjumid lagu sameeyo 
waraaqaha la daabaco, ayaa lagu helayaa lacag 
la’aan. Wac 1-800-562-3022 (TRS: 711). 

[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impresos, disponibles sin costo. Llame al 1-800-562-
3022 (TRS: 711). 

[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zilizochapishwa, zinapatikana bure bila ya malipo. 
Piga 1-800-562-3022 (TRS: 711). 

[Tagalog] Mga serbisyong tulong sa wika, kabilang 
ang mga tagapagsalin at pagsasalin ng nakalimbag 
na mga kagamitan, ay magagamit ng walang bayad. 
Tumawag sa 1-800-562-3022 (TRS: 711). 

[Tigrigna] ተርጎምትን ናይ ዝተፅሓፉ ማተርያላት ትርጉምን ሓዊሱ ናይ 
ቋንቋ ሓገዝ ግልጋሎት፤ ብዘይ ምንም ክፍሊት ይርከቡ፡፡      
ብ 1-800-562-3022 (TRS: 711) ደውል፡፡ 

[Ukrainian] Мовна підтримка, у тому числі послуги 
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номером 1-800-562-3022 (TRS: 711). 

[Vietnamese] Các dịch vụ trợ giúp ngôn ngữ, bao gồm 
thông dịch viên và bản dịch tài liệu in, hiện có miễn 
phí. Gọi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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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interpreters and translation of printed materi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Call 1-800-562-3022  
(TRS: 711). 

[Amharic] የቋንቋ እገዛ አገልግሎት፣ አስተርጓሚ እና የሰነዶችን 
ትርጉም ጨምሮ በነጻ ይገኛል፡፡ 1-800-562-3022 (TRS: 711) 
ይደውሉ፡፡ 

 [Arabic] خدمات المساعدة في اللغات، بما في ذلك المترجمین الفوریین
          وترجمة المواد المطبوعة، متوفرة مجاناً، اتصل على رقم

3022-562-800-1 )TRS: 711.( 

[Burmese] ဘာသာျပန္ဆုိသူမ်ားႏွင့္ ထုတ္ျပန္ထား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ဘာသာျပန္ျခင္းအပါအဝင္ 

ဘာသာစကားအေထာက္အကူဝန္ေဆာင္မႈမ်ားကုိ အခမဲ့ရႏိုင္ပါသည္။ 

1-800-562-3022 (TRS: 711) ကုိဖုန္းေခၚဆုိပါ။

[Cambodian] esvaCMnYyPasa rYmmanTaMg/ñkbkE®bpÊal'mat' nig

karbkE®bGksare◊HBumı KW/acrk◊neday≤tKit´z¬. 

ehATUrs¤BÊeTAelx 1-800-562-3022 (TRS: 711). 

[Chinese] 免费提供语言协助服务，包括口译员和印制

资料翻译。请致电 1-800-562-3022 (TRS: 711)。 

[Korean] 통역 서비스와 인쇄 자료 번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562-3022 (TRS: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Laotian] kanbMrikand™anfaSa,  lvmtzgnaYEpfaSa ElA 
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argattu. 1-800-562-3022 (TRS: 711) irratti bilbilaa. 

[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مدارک (مطالب) چاپی، بصورت رایگان ارائھ خواھد شد.با شماره

1-800-562-3022 (TRS: 711) .تماس بگیرید 

[Punjabi] ਭਾਸਾਾ ਸਾਾਇਾਾ ਸੇਾੇਵ—ਦੁਭਾਸ਼ੀਾ ਇਸਾ ਿਪ� ੰਾਕ਼ਇ਼ਾਸੋਈਾ

 ਮੱਗਰ਼ਾਦਸਾ � ਨੁੇਾਦਾ ਮਸਇ—ਮੁਫ਼ਇਾਉਿਲੱਬਧਾਸਨ।ਾ1-800-562-3022 

(TRS: 711) 'ਇਸਾਕਾਲਾਕਰੋ।ਾ

[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cele de interpretariat și de traducere a materialelor 
imprimate, sunt disponibile gratuit. Apelați 1-800-562-
3022 (TRS: 711). 

[Russian]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turjubaano afka ah iyo turjumid lagu sameeyo 
waraaqaha la daabaco, ayaa lagu helayaa lacag 
la’aan. Wac 1-800-562-3022 (TRS: 711). 

[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impresos, disponibles sin costo. Llame al 1-800-562-
3022 (TRS: 711). 

[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zilizochapishwa, zinapatikana bure bila ya malipo. 
Piga 1-800-562-3022 (TRS: 711). 

[Tagalog] Mga serbisyong tulong sa wika, kabilang 
ang mga tagapagsalin at pagsasalin ng nakalimbag 
na mga kagamitan, ay magagamit ng walang bayad. 
Tumawag sa 1-800-562-3022 (TRS: 711). 

[Tigrigna] ተርጎምትን ናይ ዝተፅሓፉ ማተርያላት ትርጉምን ሓዊሱ ናይ 
ቋንቋ ሓገዝ ግልጋሎት፤ ብዘይ ምንም ክፍሊት ይርከቡ፡፡      
ብ 1-800-562-3022 (TRS: 711) ደውል፡፡ 

[Ukrainian] Мовна підтримка, у тому числі послуги 
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номером 1-800-562-3022 (TRS: 711). 

[Vietnamese] Các dịch vụ trợ giúp ngôn ngữ, bao gồm 
thông dịch viên và bản dịch tài liệu in, hiện có miễn 
phí. Gọi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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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interpreters and translation of printed materi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Call 1-800-562-3022  
(TRS: 711). 

[Amharic] የቋንቋ እገዛ አገልግሎት፣ አስተርጓሚ እና የሰነዶችን 
ትርጉም ጨምሮ በነጻ ይገኛል፡፡ 1-800-562-3022 (TRS: 711) 
ይደውሉ፡፡ 

 [Arabic] خدمات المساعدة في اللغات، بما في ذلك المترجمین الفوریین
          وترجمة المواد المطبوعة، متوفرة مجاناً، اتصل على رقم

3022-562-800-1 )TRS: 711.( 

[Burmese] ဘာသာျပန္ဆုိသူမ်ားႏွင့္ ထုတ္ျပန္ထား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ဘာသာျပန္ျခင္းအပါအဝင္ 

ဘာသာစကားအေထာက္အကူဝန္ေဆာင္မႈမ်ားကုိ အခမဲ့ရႏိုင္ပါသည္။ 

1-800-562-3022 (TRS: 711) ကုိဖုန္းေခၚဆုိပါ။

[Cambodian] esvaCMnYyPasa rYmmanTaMg/ñkbkE®bpÊal'mat' nig

karbkE®bGksare◊HBumı KW/acrk◊neday≤tKit´z¬. 

ehATUrs¤BÊeTAelx 1-800-562-3022 (TRS: 711). 

[Chinese] 免费提供语言协助服务，包括口译员和印制

资料翻译。请致电 1-800-562-3022 (TRS: 711)。 

[Korean] 통역 서비스와 인쇄 자료 번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562-3022 (TRS: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Laotian] kanbMrikand™anfaSa,  lvmtzgnaYEpfaSa ElA 
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argattu. 1-800-562-3022 (TRS: 711) irratti bilbilaa. 

[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مدارک (مطالب) چاپی، بصورت رایگان ارائھ خواھد شد.با شماره

1-800-562-3022 (TRS: 711) .تماس بگیرید 

[Punjabi] ਭਾਸਾਾ ਸਾਾਇਾਾ ਸੇਾੇਵ—ਦੁਭਾਸ਼ੀਾ ਇਸਾ ਿਪ� ੰਾਕ਼ਇ਼ਾਸੋ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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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711) 'ਇਸਾਕਾਲਾਕਰੋ।ਾ

[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cele de interpretariat și de traducere a materialelor 
imprimate, sunt disponibile gratuit. Apelați 1-800-562-
3022 (TRS: 711). 

[Russian]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turjubaano afka ah iyo turjumid lagu sameeyo 
waraaqaha la daabaco, ayaa lagu helayaa lacag 
la’aan. Wac 1-800-562-3022 (TRS: 711). 

[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impresos, disponibles sin costo. Llame al 1-800-562-
3022 (TRS: 711). 

[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zilizochapishwa, zinapatikana bure bila ya malipo. 
Piga 1-800-562-3022 (TRS: 711). 

[Tagalog] Mga serbisyong tulong sa wika, kabilang 
ang mga tagapagsalin at pagsasalin ng nakalimbag 
na mga kagamitan, ay magagamit ng walang bayad. 
Tumawag sa 1-800-562-3022 (TRS: 711). 

[Tigrigna] ተርጎምትን ናይ ዝተፅሓፉ ማተርያላት ትርጉምን ሓዊሱ ናይ 
ቋንቋ ሓገዝ ግልጋሎት፤ ብዘይ ምንም ክፍሊት ይርከቡ፡፡      
ብ 1-800-562-3022 (TRS: 711) ደውል፡፡ 

[Ukrainian] Мовна підтримка, у тому числі послуги 
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номером 1-800-562-3022 (TRS: 711). 

[Vietnamese] Các dịch vụ trợ giúp ngôn ngữ, bao gồm 
thông dịch viên và bản dịch tài liệu in, hiện có miễn 
phí. Gọi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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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interpreters and translation of printed materi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Call 1-800-562-3022  
(TRS: 711). 

[Amharic] የቋንቋ እገዛ አገልግሎት፣ አስተርጓሚ እና የሰነዶችን 
ትርጉም ጨምሮ በነጻ ይገኛል፡፡ 1-800-562-3022 (TRS: 711) 
ይደውሉ፡፡ 

 [Arabic] خدمات المساعدة في اللغات، بما في ذلك المترجمین الفوریین
          وترجمة المواد المطبوعة، متوفرة مجاناً، اتصل على رقم

3022-562-800-1 )TRS: 711.( 

[Burmese] ဘာသာျပန္ဆုိသူမ်ားႏွင့္ ထုတ္ျပန္ထား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ဘာသာျပန္ျခင္းအပါအဝင္ 

ဘာသာစကားအေထာက္အကူဝန္ေဆာင္မႈမ်ားကုိ အခမဲ့ရႏိုင္ပါသည္။ 

1-800-562-3022 (TRS: 711) ကုိဖုန္းေခၚဆုိပါ။

[Cambodian] esvaCMnYyPasa rYmmanTaMg/ñkbkE®bpÊal'mat' nig

karbkE®bGksare◊HBumı KW/acrk◊neday≤tKit´z¬. 

ehATUrs¤BÊeTAelx 1-800-562-3022 (TRS: 711). 

[Chinese] 免费提供语言协助服务，包括口译员和印制

资料翻译。请致电 1-800-562-3022 (TRS: 711)。 

[Korean] 통역 서비스와 인쇄 자료 번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562-3022 (TRS: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Laotian] kanbMrikand™anfaSa,  lvmtzgnaYEpfaSa ElA 
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argattu. 1-800-562-3022 (TRS: 711) irratti bilbilaa. 

[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مدارک (مطالب) چاپی، بصورت رایگان ارائھ خواھد شد.با شماره

1-800-562-3022 (TRS: 711) .تماس بگیرید 

[Punjabi] ਭਾਸਾਾ ਸਾਾਇਾਾ ਸੇਾੇਵ—ਦੁਭਾਸ਼ੀਾ ਇਸਾ ਿਪ� ੰਾਕ਼ਇ਼ਾਸੋਈਾ

 ਮੱਗਰ਼ਾਦਸਾ � ਨੁੇਾਦਾ ਮਸਇ—ਮੁਫ਼ਇਾਉਿਲੱਬਧਾਸਨ।ਾ1-800-562-3022 

(TRS: 711) 'ਇਸਾਕਾਲਾਕਰੋ।ਾ

[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cele de interpretariat și de traducere a materialelor 
imprimate, sunt disponibile gratuit. Apelați 1-800-562-
3022 (TRS: 711). 

[Russian]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turjubaano afka ah iyo turjumid lagu sameeyo 
waraaqaha la daabaco, ayaa lagu helayaa lacag 
la’aan. Wac 1-800-562-3022 (TRS: 711). 

[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impresos, disponibles sin costo. Llame al 1-800-562-
3022 (TRS: 711). 

[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zilizochapishwa, zinapatikana bure bila ya malipo. 
Piga 1-800-562-3022 (TRS: 711). 

[Tagalog] Mga serbisyong tulong sa wika, kabilang 
ang mga tagapagsalin at pagsasalin ng nakalimbag 
na mga kagamitan, ay magagamit ng walang bayad. 
Tumawag sa 1-800-562-3022 (TRS: 711). 

[Tigrigna] ተርጎምትን ናይ ዝተፅሓፉ ማተርያላት ትርጉምን ሓዊሱ ናይ 
ቋንቋ ሓገዝ ግልጋሎት፤ ብዘይ ምንም ክፍሊት ይርከቡ፡፡      
ብ 1-800-562-3022 (TRS: 711) ደውል፡፡ 

[Ukrainian] Мовна підтримка, у тому числі послуги 
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номером 1-800-562-3022 (TRS: 711). 

[Vietnamese] Các dịch vụ trợ giúp ngôn ngữ, bao gồm 
thông dịch viên và bản dịch tài liệu in, hiện có miễn 
phí. Gọi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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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interpreters and translation of printed materi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Call 1-800-562-3022  
(TRS: 711). 

[Amharic] የቋንቋ እገዛ አገልግሎት፣ አስተርጓሚ እና የሰነዶችን 
ትርጉም ጨምሮ በነጻ ይገኛል፡፡ 1-800-562-3022 (TRS: 711) 
ይደውሉ፡፡ 

 [Arabic] خدمات المساعدة في اللغات، بما في ذلك المترجمین الفوریین
          وترجمة المواد المطبوعة، متوفرة مجاناً، اتصل على رقم

3022-562-800-1 )TRS: 711.( 

[Burmese] ဘာသာျပန္ဆုိသူမ်ားႏွင့္ ထုတ္ျပန္ထား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ဘာသာျပန္ျခင္းအပါအဝင္ 

ဘာသာစကားအေထာက္အကူဝန္ေဆာင္မႈမ်ားကုိ အခမဲ့ရႏိုင္ပါသည္။ 

1-800-562-3022 (TRS: 711) ကုိဖုန္းေခၚဆုိပါ။

[Cambodian] esvaCMnYyPasa rYmmanTaMg/ñkbkE®bpÊal'mat' nig

karbkE®bGksare◊HBumı KW/acrk◊neday≤tKit´z¬. 

ehATUrs¤BÊeTAelx 1-800-562-3022 (TRS: 711). 

[Chinese] 免费提供语言协助服务，包括口译员和印制

资料翻译。请致电 1-800-562-3022 (TRS: 711)。 

[Korean] 통역 서비스와 인쇄 자료 번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562-3022 (TRS: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Laotian] kanbMrikand™anfaSa,  lvmtzgnaYEpfaSa ElA 
kanEpewk San†Ifim,  mIRv™VH™FrIodYbB̊ id Æ̊a.  otHaelk 1-800-
562-3022 (TRS: 711).  

[Oromo] Tajajilli gargaarsa afaanii, nama afaan hiikuu 
fi ragaalee maxxanfaman hiikuun, kaffaltii malee ni 
argattu. 1-800-562-3022 (TRS: 711) irratti bilbilaa. 

[Persian]  خدمات کمک زبانی، از جملھ مترجم شفاھی و ترجمھ اسناد و
  مدارک (مطالب) چاپی، بصورت رایگان ارائھ خواھد شد.با شماره

1-800-562-3022 (TRS: 711) .تماس بگیرید 

[Punjabi] ਭਾਸਾਾ ਸਾਾਇਾਾ ਸੇਾੇਵ—ਦੁਭਾਸ਼ੀਾ ਇਸਾ ਿਪ� ੰਾਕ਼ਇ਼ਾਸੋਈਾ

 ਮੱਗਰ਼ਾਦਸਾ � ਨੁੇਾਦਾ ਮਸਇ—ਮੁਫ਼ਇਾਉਿਲੱਬਧਾਸਨ।ਾ1-800-562-3022 

(TRS: 711) 'ਇਸਾਕਾਲਾਕਰੋ।ਾ

[Romanian] Serviciile de asistență lingvistică, inclusiv 
cele de interpretariat și de traducere a materialelor 
imprimate, sunt disponibile gratuit. Apelați 1-800-562-
3022 (TRS: 711). 

[Russian]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перевод печ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оступна бесплатно.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562-3022 (TRS: 711).

[Somali] Adeego caawimaad luuqada ah, ay ku jirto 
turjubaano afka ah iyo turjumid lagu sameeyo 
waraaqaha la daabaco, ayaa lagu helayaa lacag 
la’aan. Wac 1-800-562-3022 (TRS: 711). 

[Spanish] Hay servicios de asistencia con idiomas, 
incluyendo intérpretes y traducción de materiales 
impresos, disponibles sin costo. Llame al 1-800-562-
3022 (TRS: 711). 

[Swahili] Huduma za msaada wa lugha, ikiwa ni 
pamoja na wakalimani na tafsiri ya nyaraka 
zilizochapishwa, zinapatikana bure bila ya malipo. 
Piga 1-800-562-3022 (TRS: 711). 

[Tagalog] Mga serbisyong tulong sa wika, kabilang 
ang mga tagapagsalin at pagsasalin ng nakalimbag 
na mga kagamitan, ay magagamit ng walang bayad. 
Tumawag sa 1-800-562-3022 (TRS: 711). 

[Tigrigna] ተርጎምትን ናይ ዝተፅሓፉ ማተርያላት ትርጉምን ሓዊሱ ናይ 
ቋንቋ ሓገዝ ግልጋሎት፤ ብዘይ ምንም ክፍሊት ይርከቡ፡፡      
ብ 1-800-562-3022 (TRS: 711) ደውል፡፡ 

[Ukrainian] Мовна підтримка, у тому числі послуги 
перекладачів та переклад друкованих матеріалів, 
доступна безкоштовно. Зателефонуйте за 
номером 1-800-562-3022 (TRS: 711). 

[Vietnamese] Các dịch vụ trợ giúp ngôn ngữ, bao gồm 
thông dịch viên và bản dịch tài liệu in, hiện có miễn 
phí. Gọi 1-800-562-3022 (TRS: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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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에 관한 권리 포기 각서:책자에 관한 권리 포기 각서:
이 안내 책자는 보험 혜택을 안내하고 가입자의 
권리와 책임, 서비스 이용 방법, 건강 플랜 변경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안내 책자는 어떠한 
법적 권리나 자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본 안내 책자만으로 
Apple Health(메디케이드: Medicaid,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의 Laws and Rules(법규) 페이지  
hca.wa.gov/about-hca/rulemaking 
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Apple Health 서비스 [4]

귀하의 서비스 카드 [5]

관리 의료 서비스 지역지도 및 매트릭스  [7-8]

건강 서비스 (일차 의료) [9]

행동 건강 서비스 [10]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정보 [12]

옴부즈(Ombuds) [13]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 [14]

귀하의 권리 & 의무 [16]

본 기관 연락처/리소스 [17]

 목차 목차

http://hca.wa.gov/about-hca/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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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Apple Heal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안내 책자는 최근에 Washington Apple Health(Medicaid)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 

(HCA)는 Apple Health를 관리하고 관리 의료 플랜과 계약을 체결하여 귀하께 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추후에 귀하의 건강 플랜에서  

“Your Benefits Handbook(혜택 안내 핸드북)”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보험 적용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귀하의  플랜에서플랜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Apple Health 서비스서비스
귀하의 Apple Health 관리 의료 플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 예방 및 건강관리(웰니스) 서비스와 만성 질환 관리를 포함한 

필수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 또는 건강 관리 전문가에게 진료 예약

• • 응급 치료

• • 산모 및 신생아 관리

• • 구강 및 시력 관리를 포함한 소아과 서비스

• • 검사 비용

• • 처방약

• • 입원

• • 외래 환자 서비스

• • 재활치료* 서비스 및 장치

• • 정신 건강 서비스

• •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귀하의 건강 플랜에 문의하여 자격을 확인해주십시오.

참고: 이 목록은 일반 참조용입니다. Apple Health가 적용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목록이 아닙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플랜 회원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플랜 회원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서비스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건강 플랜에 문제나 우려가 있을 경우.

	 두 번째 항목으로 이동
	 주치의(PCP)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건강 플랜 ID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고 싶은 경우. 

	 건강 상 특수한 진료가 필요할 경우  

(또는 자녀가 필요로 할 경우).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 접근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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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lan (80840) 911-87726-04
Member ID: Group Number: 

0501

Payer ID:

Rx Bin:       610494
Rx GRP:    ACUWA
Rx PCN:    9999

Apple Health - Family Coverage
Administered by UnitedHealthcare of Washington, Inc.

000000000 WAHLOP
Member:
MEMBER NAME

PCP Name:
PROVIDER NAME
PCP Phone: (000)000-0000

PROVIDER ADDRESS
CITY, STATE, ZIP

87726

03115 9936462 0000 0000005 0000005 178 2 113
03115 9936462 0000 0000005 0000005 178 2 113

RUN_DATE 20180627 13:01:01DATA_SEQ_NO 0000001CLIENT_NUMBER 003115UHG_TYPE DIG1SHRTDOC_ID DOC_SEQ_ID 0000005NAME ENGLISH                  ,REISSUEMAILSET_NUMBER 0000005CUSTCSP_KEY1 000200026000200026_KEY0 CARD1CUSTCSP_KEY2 WAHLOPCUSTCSP_KEY3 REISSUECUSTCSP_KEY4 HCAC/MedicalCUSTCSP_KEY5 00CUSTCSP_KEY6 00000000CUSTCSP_KEY7 000200026~00CARD1CUSTCSP_KEY8 000200026CUSTCSP_KEY9 000200026~00CARD1

In an emergency go to nearest emergency room or call 911.  Printed: 06/27/18

This card does not guarantee coverage. To verify benefits or to find a provider, visit the 
website myuhc.com/communityplan or call.

For Members:   877-542-8997 TTY 711
NurseLine: 877-543-3409 TTY 711

For Providers:  www.uhccommunityplan.com 877-542-9231
Medical Claims: PO Box 31361, Salt Lake City, UT  84131-0361

Pharmacy Claims: OptumRX, PO Box 29044, Hot Springs, AR 71903
For Pharmacists:  877-305-8952 

Shipper ID:  00000000 Insert  #1  Insert  #2  
Shipping Method:  DIRECT Insert  #3  Insert  #4  
CARRIER: USPS Insert  #5  Insert  #6  
Address: Insert  #7  Insert  #8  
REISSUE ENGLISH Insert  #9  Insert #10  
124 ANY STREET Insert #11  Insert #12  
ANYTOWN, WA  99999-9999

Cycle Date:  20180627
PDF Date:  Wed Jun 27, 2018 @ 13:01:01

MaxMover:  Y
Mailing/Meter Date:  UHG JOB ID: 8903 GRP: WAHLOP PV:  RC:  MKT: 77777

MT: 00 SA: 00 OI: 97 FORM: K2H000 CPAY: 
DALE BROWN: NO LETTER NM: LETTER2 DIVISION :  CARD TYPE: BF

TEMPLATE: NEW FAMILY/IND : STD IND : STANDARD : STANDARD

귀하의 건강 플랜 카드귀하의 건강 플랜 카드

귀하의귀하의  건강건강  플랜 플랜   
귀하께 서신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귀하에게는 언제든지 건강 

플랜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플랜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 페이지의 “Changing health plans(건강 플랜 변경)”를 

참조해주십시오.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경우에경우에  한한  가지가지  이상이상  해당하신다면해당하신다면  즉시즉시    

1-800-562-3022(TRS: 711)로로  전화해주십시오전화해주십시오..

• • Medicare  수혜 자격을 얻은 경우수혜 자격을 얻은 경우..

• •   아메리카아메리카  인디언이거나인디언이거나  알래스카알래스카  원주민일원주민일  경우경우..  

관리 의료 플랜을 통한 보장이 아닌 다른 선택을  
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워싱턴워싱턴  노인종합진료프로그램노인종합진료프로그램(PACE)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선택한 경우.

• •   입증할입증할  수수  있는있는  의료상태의료상태  하에서하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플랜을 바꾸면 치료가 중단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귀하의  서비스서비스  카드카드  

귀하는 우편을 통해 
Washington Apple 

Health (서비스 카드)
와 이용자의 보험을 

관리하는 건강 플랜이 

각각 보낸 두 장의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Washington Healthplanfinder wahealthplanfinder.org 또는 

Washington Connection washingtonconnection.org를 통해 

Washington Apple Health에 참여하신 다음 2주 정도 뒤에 이 그림과 

같은 파란색 서비스 카드(ProviderOne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카드를 잘 보관하십시오. 서비스 카드는 귀하가 Apple Health에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카드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HCA가 귀하에게 

우편으로 카드를 보내기 전에 카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서비스서비스  카드를카드를  받지받지  못하셨거나못하셨거나  
분실하신분실하신  경우경우  

Apple Health 가입을 완료하신 다음 2주 후까지 서비스 카드를  

받지 못하셨거나 서비스 카드를 분실하셨다면 Apple Health 

Customer Service, 교체 카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WAPlanfinder 앱: 앱:  

Washington Healthplanfinder 계정이 있다면,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WAPlanfinder 앱의 
디지털 서비스 카드에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클라이언트 포털:온라인 클라이언트 포털: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 • 전화:전화: 1-800-562-3022(수신자 부담)로 전화하셔서  
옵션 1로 셀프 서비스를 선택한 후 옵션1로  
서비스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관리 의료 플랜 연락처관리 의료 플랜 연락처 플랜 연락처 대표 전화번호플랜 연락처 대표 전화번호 웹사이트웹사이트

Amerigroup (AMG) 1-800-600-4441 myamerigroup.com/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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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rdinated Care of Washington (CCW) 1-877-644-4613 coordinatedcarehealth.com

Molina Healthcare of Washington (MHW) 1-800-869-7165 molinahealth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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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ahealthplanfinder.org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http://myamerigroup.com/wa
http://chpw.org
http://coordinatedcarehealth.com
http://molinahealthcare.com
http://uhccommunity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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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귀하의  건강건강  플랜플랜  카드카드  
Apple Health에 가입하신 다음 2-3주 뒤에 플랜으로부터 건강 플랜 

ID 카드와 함께 의사 또는 주치의(PCP) 선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카드도 잘 보관하십시오!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갈 때, 다른 건강관리 제공자와 면담을 할 때 서비스 

카드와 건강 플랜 ID 카드를 모두 챙기십시오. 또한 사진 ID도 

필요합니다.

건강건강  플랜플랜  변경하기변경하기
귀하에게는 언제든지 건강 플랜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새 플랜은 대체로 다음 날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강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 Washington Healthplanfinder 계정이 있는 Apple Health 

클라이언트는wahealthplanfinder.org에서 언제라도 온라인으로 

플랜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 모든 Apple Health 클라이언트의 경우, ProviderOne 클라이언트 

포털 웹사이트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를 방문하십시오.

 •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클라이언트”를 선택한 후 “건강 플랜 등록/변경” 

토픽을 선택하십시오.

• • 1-800-562-3022로 Apple Health 고객 서비스에 저화를 주십시오. 
저희 자동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책자에는 건강 플랜의 품질과 점수를 제시한 플랜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 점수를 참조해서 어떤 건강 플랜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척도에 대한  
설명도 참조하고 이 진료를 받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중요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카드가  도착하기도착하기  전에전에  건강건강  관리관리  
서비스를서비스를  받아야받아야  하는하는  경우경우  
귀하의 건강 플랜을 설명하는 편지가 송부됩니다. 카드가 도착하기 

전에 건강 관리 제공자의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 관리 제공자나 약국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플랜 네트워크에 속해있다면(귀하의 건강 
플랜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떤 의사나 클리닉,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 약국이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에 연락하여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받으십시오. 

또한 서비스 카드나 건강 플랜 ID 카드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건강 플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viderOne

서비스 카드에 "ProviderOne"이 보일 것입니다.  

ProviderOne은 저희 건강 플랜을 조정하고 귀하께 여러 

시간대에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시스템입니다.  

카드의 번호는 귀하의 ProviderOne 고객 번호 (WA로 
끝나는 아홉자리 번호)입니다. ProviderOne 고객 포털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또한 ProviderOne을 이용하여 환자들이  

Apple Health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e Health 가입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은 각자 본인의 

서비스 카드를 받게 됩니다. 각 개인은 평생 유지되는 고유 

ProviderOne 고객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이전 Apple Health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카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더라도 예전 

카드가 아직 유효합니다. 귀하의 ProviderOne 고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http://wahealthplanfinder.org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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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Health managed care 
Service area map - January 2022

Pierce

North Sound

King

Greater
Columbia

Spokane

AMG – Amerigroup Washington
CCW – Coordinated Care of Washington
CHPW – Community Health Plan of Washington
MHW – Molina Healthcare of Washington
UHC – UnitedHealthcare Community Plan

통합 관리 의료 지역 제공된 의료 플랜

North Central

Southwest Washington

Island

San Juan

 Apple Health Foster Care는 주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통합 관리 의료는 
       Apple Health Core Connections (워싱턴 맞춤 의료 – CCW)를 통해 제공됩니다

HCA 19-0036 (11/21)

Thurston-Mason

Salish

Great Rivers

Apple Health Foster Care (statewide)

Adams

Skamania

Klickitat

Yakima

Kittitas

Chelan

Douglas

Grant

Benton

Franklin

Lincoln Spokane

Stevens Pend
OreilleFerry

Whitman

Walla Walla

Columbia

Garfield

Asotin

Clark

Okanogan

Snohomish

Pacific Lewis

Thurston

Cowlitz

Pacific Lewis

CowlitzWahkiakumWahkiakum

Jefferson

Kitsap

Spokane
AMG
CCW

CHPW
MHW

North Central
AMG   CCW   CHPW   MHW

Greater Columbia
AMG   CCW   CHPW   MHW

King
AMG   MHW   
CCW   UHC
CHPW

Pierce

Southwest
AMG   CCW   CHPW   MHW

North
Sound

AMG
CCW

CHPW
MHW
UHC

Pierce
King

Whatcom

Skagit

Salish
AMG CCW CHPW MHW UHC

    Grays     
Harbor

Thurston-
Mason

Great Rivers
  AMG CCW CHPW MHW UHC

North
Sound

AMG
CCW

CHPW
MHW
UHCClallam

AMG   CCW   CHPW
MHW   UHC

AMG
CCW

CHPW
MHW
UHC

관리 의료란?관리 의료란?
Washington Apple Health(메디케이드)는 주 전체의 통합 의료 
관리(whole-person care)라고도 불리는 통합 관리 의료를 
제공합니다. 통합 관리 의료 플랜을 갖춘 Apple Health 관리  
의료 플랜은 귀하의 신체 및 행동 건강 서비스를 조정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행동 건강 서비스에는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Apple Health 관리 의료 서비스 영역 맵관리 의료 서비스 영역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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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pple Health Foster Care는 Apple Health Core Connections (Coordinated Care 
of Washington)를 통해 제공되는 주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County Amerigroup Community 
Health Plan

Coordinated  
Care

Molina 
 Healthcare

United  
Healthcare

Adams X X X X
Asotin X X X X
Benton X X X X
Chelan X X X X
Clallam X X X X X
Clark X X X X
Columbia X X X X
Cowlitz X X X X X
Douglas X X X X
Ferry X X X X
Franklin X X X X

X X X X
Grant X X X X
Grays Harbor X X X X X
Island X X X X X

X X X X X
King X X X X X
Kitsap X X X X X
Kittitas X X X X
Klickitat X X X X
Lewis X X X X X
Lincoln X X X X
Mason X X X X X
Okanogan X X X X

X X X X X
Pend Oreille X X X X
Pierce X X X X X
San Juan X X X X X
Skagit X X X X X
Skamania X X X X
Snohomish X X X X X
Spokane X X X X
Stevens X X X X
Thurston X X X X X
Wahkiakum X X X X X
Walla Walla X X X X
Whatcom X X X X X
Whitman X X X X
Yakima X X X X
Foster Care (statewide) X

Apple Health managed care
Service area matrix - January 2022

HCA 19-0038 (11/21)

Apple Health는 의료 서비스 지역 매트릭스를 는 의료 서비스 지역 매트릭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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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주치의  선택하기선택하기  

주치의(PCP)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를 선택하지 주치의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건강 플랜이 귀하를 위하여 주치의를 선택합니다않으시면 건강 플랜이 귀하를 위하여 주치의를 선택합니다. 
주치의는 귀하의 주요 건강 전문가입니다. 주치의는 귀하의  
건강 이력, 현재 건강 문제에 친숙하며 귀하에게 전문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전담 주치의가 있으면 귀하의 건강을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선택하려면 건강 플랜이 귀하에게 보낸 지침을 따르거나 
건강 플랜의 회원 서비스 전화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건강 플랜 
웹사이트에서 주치의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PCP가 귀하의 건강 플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PCP가 어떤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귀하에게는 건강 플랜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선호하는 PCP 성별을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를 할 줄 알거나 귀하 장애 분야의 전문의이거나 

귀하의 문화를 이해하는 PCP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한 분을 PCP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금의 PCP가 편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건강 플랜 회원 

서비스 전화 번호로 전화해서 다른 PCP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이미  주치의가주치의가  있으시다면있으시다면
선택하고 싶은 PCP를 이미 만나보았거나 입소문을 들었다면, 해당 

의료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PCP가 귀하의 건강 

플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건강 플랜과  
계약 체결).

선택하고 싶은 PCP가 귀하의 건강 플랜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다면, 해당 PCP가 어떤 건강 플랜과 계약되어 있는지 직접 

문의하십시오.

진료진료  예약예약  방법방법
PCP를 선택했다면 전화로 진료 예약을 하십시오. PCP를 만나려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긴급한 문제나 필요가 있을 경우, 2-3

일 내에 PCP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급한 건강 문제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예약을 하십시오. 일반 건강 검진은 

통상적으로 예약한 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일단 정해진 예약은 

연기하지 마십시오.

정기 진료 귀하의 PCP 진료 예약을 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PCP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10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방 진료 PCP 또는 기타 의료진과 진료 예약을 합니다. 30일 이내에 예약 장소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 진료 귀하의 건강 플랜이나 PCP에 문의하십시오.

정신 건강 귀하의 건강 플랜이나 PCP에 문의하십시오.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귀하의 건강 플랜이나 PCP에 문의하십시오.

시간 외 진료 연중무휴 24시간 건강 플랜 간호 상담을 문의하십시오.

긴급한 진료를  

요할 경우
귀하의 건강 플랜이 적용되는 긴급 진료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PCP 또는 간호사 조언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24 시간 이내에 PCP 또는 기타 의료진과 함께)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 진료의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인근의 응급 진료 기관을 찾아 가십시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나 지인이 

PCP 또는 건강 플랜에 전화하여 응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귀하의 플랜 ID 카드에 기재된 PCP나 간호 상담 전화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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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행동  건강건강  서비스서비스
Apple Health에 등록하시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행동 건강 서비스라고도 알려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가 귀하의 통합 관리 의료 플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귀하의 서비스를 

보장하는지만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행동 건강 기관을 대신하여 
이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 관리 의료 플랜만 변경됩니다. 
 
귀하의 관리 의료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건강 플랜이나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는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평가  ––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께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면담”. 

단기단기  개입개입  치료치료  ––  제한된 기간 동안 문제 약물 이용 줄이기.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외래 접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없습니다.

약물약물  사용사용  중단중단  관리관리  (중독중독  치료치료)  ––  장기간에 걸쳐 안전하게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때까지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사용을 줄이도록 

도움 제공.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외래 접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없습니다.

외래외래  치료치료  –– 지역사회 내 개인 및 그룹 상담.

집중집중  외래외래  치료치료  –– 보다 자주 실시하는 개인 및 그룹 상담.

입원입원  치료치료–– 24 시간 관리 시설 내에서 개인 상담, 그룹 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

아편아편  대체대체  치료치료  서비스서비스  ––  아편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한 외래 평가  

및 치료 제공 승인된 약물 치료 및 상담 포함.

사례사례  관리관리  –– 의료, 사회,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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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치료/지역사회 시설 입원평가 및 치료/지역사회 시설 입원 –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환자 

위기 관리.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외래 접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화서비스안정화서비스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집 또는 가정집과 

같은 환경에서 받는 치료. 이 서비스는 초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활 사례 관리재활 사례 관리 – 입원 및 외래 정신과 서비스의 조정.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외래 접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원시설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입원시설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 귀하께서 그룹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특수 집단 평가특수 집단 평가 – 어린이, 고령자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특수 집단과 함께 일하는

심리심리  평가평가  – 진단, 평가, 치료 계획을 돕는 테스트.

위기위기  서비스서비스
위기 관리 서비스는 환자가 위기 상황에 있을 경우에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24시간 서비스이며,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초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없습니다.

• •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911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정신 건강 응급 상황은 988로 
전화하십시오. 위기 관리 서비스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없습니다.

• •  주립 위기 관리 전화번호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ca.wa.gov/mental-health-crisis-lines

• •  Washington Recovery Help Line은 정신건강과 물질 사용, 
도박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24 시간 위기 개입 
상담 전화입니다. 1-866-789-1511 (TTY 206-461-3219)로 
전화하시거나 recovery@crisisclinic.org로 이메일 문의, 또는  
warecoveryhelpline.org를 방문해주십시오. 청소년은 지정된 
시간 중에 연락 가능합니다. 1-866-833-6546으로 전화, 
teenlink@crisisclinic.org로 이메일 문의하시거나 866teenlink.org

를 방문해주십시오.

• •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 전화 문자 988 또는 전화  
1-800-273-8255 (TTY 사용자: 1-800-799-4889). 

  
정신 건강 서비스는 다음을 정신 건강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포함할 수 있습니다:

접수접수  평가평가 – 귀하께 필요한 사항과 목표를 파악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서비스 및 플랜 치료를 추천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 치료 서비스개인 치료 서비스 – 귀하의 치료계획서에 있는 목표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상담 및/또는 기타 활동.

투약 관리투약 관리 – 면허를 소지한 담당자의 약품 처방 및 부작용 안내.

투약 모니터링투약 모니터링 – 귀하께서 이용하신 약품의 작용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투약하도록 도움 제공.

그룹 치료 서비스그룹 치료 서비스 –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담. 

동료 지원동료 지원 –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 정신 

건강 체계를 알아보고 회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

단기 개입 및 치료단기 개입 및 치료 – 특정 문제에 중점을 둔 단기 카운셀링

가족 치료가족 치료 – 가족 중심적인 상담으로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

집중 치료집중 치료 – 정신건강 서비스 팀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서비스 계획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 제공.

치료를 위한 심리교육치료를 위한 심리교육 – 지원이나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정신병, 

정신 건강 치료 선택, 약품, 회복에 관한 교육.

주간 지원주간 지원 – 독립 생활 기술을 학습하거나 지원하는 집중 프로그램.
전문가의 치료 계획 지원.

http://hca.wa.gov/mental-health-crisis-lines
http://recovery@crisisclinic.org
http://warecoveryhelpline.org
http://teenlink@crisisclinic.org
http://866teenli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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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정보원주민 정보
귀하께서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이신 경우, 

Seattle Indian Health Board(시애틀 인디언 건강 위원회)와 Spokane

의 NATIVE Project와 같은 Indian Health Service  ((인디언 건강 서비스인디언 건강 서비스) ) 

시설시설, , 부족 헬스케어 프로그램 또는부족 헬스케어 프로그램 또는  Urban Indian Health Program  

(도시 인디언 건강 프로그램도시 인디언 건강 프로그램, , UIHP)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 주치의는 가입자의 문화, 공동체  
및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진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가입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거나 가입자를 
전문의에게 의뢰해드립니다. 또한 관리 의료 플랜(행동 건강 
서비스 전용 [Behavioral Health Services Only, BHSO] 플랜이 될 수 
있음) 또는 관리 의료를 제외한 Apple Health 보험(Apple Health 

행위별 수가제라고도 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나 헬스케어 보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귀하의 부족 또는 UIHP 직원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차 진료 사례 관리차 진료 사례 관리
가입자가 관리 의료 플랜이 포함되지 않은 Apple Health 보험을 
선택한 경우, 일부 IHS 시설, 원주민 부족 진료 프로그램, UIHP는 1

차 진료 사례 관리(PCCM)를 제공합니다. PCCM은 가입자의 진료 
관리와 조율을 지원하는 Apple Health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평가 및 치료에 필요할 경우 가입자의 

부족 건강 프로그램이나 UIHP 등을 통해 이미 진료  
관리를 받고 있다면 이 선택이 적절합니다.

이 선택은 귀하의 진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절합니다.

의료 및 건강 정보를 전문가와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PCCM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가입 자격이 된다면, PCCM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IHS 시설, 원주민 부족 건강 프로그램, 또는 UIHP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PCCM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가입 
또는 가입 철회가 가능하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헬스케어 혜택을 받는 방법헬스케어 혜택을 받는 방법
HCA는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Apple Health 관리 의료와 관리 의료를 제외한 Apple 

Health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HCA는 이를 통해 인디언 
헬스케어 제공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귀하께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헬스케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리 의료 플랜을 제외한 Apple Health 보험에서는 Apple Health 
행위별 수가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재 환자를 받고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공자는 
주에서 발급한 면허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보험에서는 Apple Health 행위별 수가제 프로그램 공자는  
https://fortress.wa.gov/hca/p1findaprovide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Apple Health 관리 의료에서 귀하의 헬스케어는 관리 의료 조직
(MCO)에 의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MCO 가 귀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창구가 되며 귀하의 의료 서비스 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선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은 다음에 이용 가능한 달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귀하께서 

IHS 시설이나 부족 건강 프로그램 또는 UIHP를 통해 Tribal Assister

와 연계 또는 파트너 관계를 맺으셨다면, 이들이 귀하의 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Health Care Authority(보건국)

에 1-800-562-3022로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변경 사항과 질문을 
포함하여 귀하의 결정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다.

https://fortress.wa.gov/hca/p1finda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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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옴부즈  (Ombuds) 

옴부즈는 귀하의 행동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비공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귀하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 건강 불만, 이의 신청 또는 심리가 있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옴부즈는 
귀하의 건강 플랜에서 독립적입니다. 이는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행동 건강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제공합니다. 

지역 카운티 전화번호

Great Rivers Cowlitz, Grays Harbor, Lewis, Pacific, 
Wahkiakum

1-833-721-6011

Greater Columbia Asotin, Benton, Columbia,  
Franklin, Garfield, Kittitas, Walla  
Walla, Whitman, Yakima

1-833-783-9444
또는
1-509-783-9444

King King 1-800-790-8049 (#3)
또는
1-206-477-0630

North Central Chelan, Douglas, Grant, Okanogan 1-844-636-2038

North Sound Island, San Juan, Skagit,  
Snohomish, Whatcom

1-888-336-6164
또는
1-360-416-7004

Pierce Pierce 1-800-531-0508

Salish Clallam, Jefferson, Kitsap 1-888-377-8174
또는
1-360-692-1582

Spokane Adams, Ferry, Lincoln, Pend  
Oreille, Spokane, Stevens

1-866-814-3409
또는
1-509-477-4666

Southwest Clark, Klickitat, Skamania 1-800-696-1401

Thurston-Mason Mason, Thurston 1-800-658-4105
또는
1-360-763-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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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장애가  있는있는  경우경우
언어나 청각 장애 또는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 예약하실 때 

안내원에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접수 담당자가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청각장애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이거나 난청이 있어  
수화 통역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접수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전문 통역자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교통  지원을지원을  받을받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귀하는 무료로 진료소 방문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진료 서비스는 반드시 Apple Health에서 보장하는 진료 
서비스여야 합니다 가장 흔히 제공되는 교통편은 대중 버스, 

차량기름값 교환권, 고객 및 자원 봉사자 마일리지 환전, 운전 자원 

봉사, 택시, 휠체어 탑승 가능 밴 또는 이용 가능한 차량, 상업용 버스 

및 비행기 등입니다. 웹사이트 hca.wa.gov/transportation-help

에 브로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 의료 플랜 제외관리 의료 플랜 제외 Apple Health  
에보장하는 서비스에보장하는 서비스
관리 의료 플랜(진료별 지불, fee-for-service) 제외 Apple Health 보장은 

Apple Health 관리 의료 건강 플랜에 등록된 경우에도 특정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보장합니다. 

•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 •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 치과서비스

• • 아동을 위한 안경과 시력 보정 서비스 (21세 미만)

• • 임신부 지원 서비스, 태야유전 상담, 임신 중절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의료혜택이나 서비스에 관한 질문은  

Apple Health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십시오 (1-800-562-3022).

진료를진료를  받기받기  위해위해  필요할필요할  수수  있는있는  서비스서비스
 통역사가 통역사가  필요할필요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영어를 선호하지 않거나 청각장애인, 청각중복장애인이신 경우, 
또는 난청이 있는 경우, 수화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전문 통역자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진료 예약을 하실 때 
접수자에게 통역자가 필요하신지 알려주십시오. 통역사가 직접 
진료실에 들어올 수도 있고 비디오나 전화로 통역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직접 진료실에 들어올 수도 비디오 
통역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대동해서 통역을 시키는 것보다 전문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문 통역사들은 의료 용어에 
 능통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통역사는 환자와 의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ca.wa.gov/interpreter-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http://hca.wa.gov/transportation-help
http://hca.wa.gov/interpreter-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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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card shows how Washington Apple Health plans compare to each other in key performance areas. You can use this report card to help guide 
your selection of a plan that works best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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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group 
Washington

 Coordinated Care 
of Washington

 Community Health 
Plan of Washington

Molina Healthcare 
of Washington

 United Healthcare 
Community Plan

성능 영역

관리

어린이 건강 유지

여성 건강 유지

질병 예방 및 관리

적절한 치료 보장

아동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아동을 위한 플랜에 
대한 만족도

KEY: 모든 Apple Health 
플랜 비교 성능

평균 이상

평균 이하

평균

이 등급은 2021년 건강 플랜 
 및 건강 플랜 회원 설문 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Getting Care 카테고리에서 
   사용된 데이터 중 일부는 2020년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이 정보의 정확성은 외부 
 감사인이 검토하였습니다. 

회원 인구 또는 서비스 지역의 
 차이에 따라 건강 플랜 성능 
  점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 회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회원들이 

보고합니다
어린이 건강 유지
• 아이들이 계획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 아이들이 중요한 예방 접종을 받습니다
• 아이들이 아플 때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습니다

성능 영역 정의 여성 건강 유지
• 여성들이 자궁 경부암 검진과 같은 중요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 새로운 및 예비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관리를 받습니다 

질병 예방 및 관리
• 플랜은 회원들이 천식, 고혈압 또는 당뇨와 같은 

오래 지속되는 질병을 통제하도록 돕습니다
• 플랜은 검사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치료 보장
• 회원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가장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받습니다
아동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회원들은 의사, 전문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대해 

높은 등급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플랜에 대한 만족도
• 회원들은 플랜의 고객 서비스 및 플랜 전반에 대해 

높은 등급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  Washington Apple Health 성적표성적표
이 성적표는 주요 성과 분야에서 Washington Apple Health plans 간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때 이 성적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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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귀하의  권리와권리와  의무의무
귀하는 법령상 지금 받고 있는 진료 서비스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건강 유지와 개선을 돕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특정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 플랜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예약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타 다른 이유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귀하에게는귀하에게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권리가권리가  
있습니다있습니다.
• •  치료 거부를 포함하여 본인의 진료나 치료 결정을 도울 책임.

• •  비용에 상관없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치료 옵션을  

알 권리.

• •  건강플랜에 소속된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2차 의견을 들을 권리.

• •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

• •  품위 있는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대우는 금물입니다.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종교, 신념, 장애 여부로  

인해 차별 대우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  본인의 건강관리와 문제점에 관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 

• • 개인정보보호를 받고 본인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

• • 본인의 의료기록부를 요청하고 사본을 입수할 권리.

• • 필요할 경우 본인의 의료 기록부 내용을 정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 받을 권리.

• •  다음 정보를 요청하고 입수할 권리:

 » 귀하를 위한 진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및 전문의나 다른 의료진에게  

의뢰 받을 수 있는 방법.

 » 건강플랜에서 신체 및 행동 건강 관리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

 »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진료 종류 및 특정 종류의 

서비스를 받는 이유.

 » 귀하가 받은 진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얻는 방법.

 » 귀하의 건강 플랜의 방침과 절차, 시행지침,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방법 등 조직 구조.

• • 1년에 1회 이상 가입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안내를 받을 권리. 

귀하의 권리에는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전 정신/의료 지시(Mental/Medical Health Advance Directive) 

양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는귀하에게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책임이책임이  있습니다있습니다.
• • 치료 거부를 포함하여 본인의 진료나 치료 결정을 도울 책임.

• •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엄수할 책임. 약속 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취소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할 책임.

• • 의사가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할 책임.

• •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예의 바르게 

의사를 대할 책임.

• • 모든 의사 방문 시 서비스 카드와 건강플랜 ID 카드를  

가져 올 책임.

• • 가입 건강보험플랜과 보험으로 제공되는 의료혜택이  

무엇인지 알 책임.

• •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진료를 받을 책임.

• •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정한 치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할 책임.

• • 의사가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사나 건강플랜에 말할 책임.

• • 본인이 동의한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의 지시를 따를 책임.

• • 진료서비스를 합당하게 이용할 책임. 진료 서비스를 남용할 

경우 환자 재심리 및 조정프로그램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재될 경우 한 명의 주치의, 하나의 약국, 한 명의 

규제물질 처방의사 및 하나의 병원(비응급 치료)에 배정됩니다. 

최소 12개월은 같은 건강플랜에 가입해 있어야만 합니다.

• • 가족 수가 변경되거나 (임신, 출산, 입양) 환경이 변화된 경우  

(새로운 주소, 소득 변경, Medicare 또는 기타 보험 자격 획득) 

저희에게 바로 말씀해주십시오.

• • Washington Healthplanfinder 웹사이트  
wahealthplanfinder.org를 이용하여 귀하의 보험을  
매년 갱신하십시오. 또한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 
변경사항을 보고해주십시오.

건강건강  플랜에플랜에  만족하지만족하지  못하는못하는  경우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는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은 귀하의 의료 품질 또는 의사 또는 건강 

플랜으로부터 받은 치료에 대하여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제기하는 항의입니다. 불만이 제기되면:

• • 귀하의 건강플랜은 귀하가 제기한 이의나 불만사항을 수령한 

경우, 그 사실을 2 근무일 이내에 전화나 편지로 귀하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 귀하의 불만 제기는 45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건강보험플랜은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http://wahealthplanfind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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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개인정보보호에  대한대한    
주의주의  사항사항
서비스 카드에는 수혜자의 이름과 ProviderOne 번호, 

발급일자를 제외하고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Health Care Authority 

(HCA)나 건강 플랜은 서비스 카드 수령이나 교체를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직접 질문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건강 플랜은 귀하의 건강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 플랜과 HCA는 귀하에 대한 건강 

정보를 보호하며 보험 혜택 제공, 치료, 결제, 의료 운영 및 

그 밖에 법이 허용하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 

정보를 이용하고 공유합니다. 건강 플랜과 HCA는 귀하의 

건강관련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HCA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읽으려면,  
hca.wa.gov 으로 이동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는 
“privacy”를 클릭합니다. 건강 플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읽으시려면, 해당 건강 플랜의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건강건강  플랜의플랜의  의료의료  결정에결정에  만족하지만족하지  
못하는못하는  경우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건강 플랜이 결정한 의료 서비스의 보장 

범위나 치료비 지불에 대한 검토를 원할 때 제기하는 항의의 한 

종류입니다. 

• • 건강 플랜은 의료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해줍니다. 건강 플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면 건강 플랜에서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해드립니다.

• • 건강 플랜은 이의 제기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5일 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 귀하의 불만 제기는 28 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은 의료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주어야 하고 귀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긴급치료를긴급치료를  요하는요하는  상태입니까상태입니까? 귀하께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신 

시기에 긴급한 신체 또는 행동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빠른) 검토나 심의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필요한 

진료에 대한 결정은 3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회원 혜택 안내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hca.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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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는 평등한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형식이나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필요하시다면 1-800-562-3022(TRS: 711)로 문의해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있는 곳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있는 곳

다음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다음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자원자원

• • 귀하의 Washington Apple  
Health (Medicaid) 보장

• • Online: hca.wa.gov/apple-health

• • 건강 플랜 변경
• • 건강 관리 서비스 가입 자격
• • 서비스 카드

• • Apple Health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거나(1-800-562-3022) 웹사이트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 로 질문을 보내십시오.

• • ProviderOne 고객 포털: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 • 서비스 제공자 선택
• • 보험 적용 서비스
• • 귀하의 의료 서비스
• • 귀하의 행동 건강 관리
• • 전문가 추천
• • 의료 플랜 카드

귀하의 건강 플랜.

귀하의 건강 플랜 전화번호는 이 소책자 5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정 변경 예: 소득, 결혼  

유무, 임신, 출산, 또는 입양.
어린이어린이, , 임산부임산부, , 독신 성인 및 부모독신 성인 및 부모//보호자에 대한 적용 범위보호자에 대한 적용 범위::
• • 온라인: wahealthplanfinder.org 로
• • 1-855-923-4633(TTY/TDD 사용자 전화 1-855-627-9604)로
고령자고령자,,  시각장애인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장기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개인장애인 또는 장기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개인::
• • 전화하시거나 DSHS Customer Service Office(CSO) 또는 Washington Connections  

washingtonconnection.org 방문

http:// hca.wa.gov/apple-health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http://wahealthplanfinder.org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아래에아래에  서비스서비스  제공자를제공자를  기입하시면기입하시면  도움을도움을  문의하실문의하실  때때  이용하실이용하실  정보를정보를  
받게받게  됩니다됩니다..

이름이름  및및  위치위치 전화번호전화번호

의사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약국

약국

병원

카운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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