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접종을 위한 교통수단을 지원받는
방법
개요
Apple Health(Medicaid) 가입자이고, 의료서비스 예약을 위한 왕복 교통수단이 필요하시다면, Health
Care Authority(HCA, 의료서비스 당국)로부터 교통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과 같은 비응급 통원 시에도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지원받는 방법
해당 카운티의 교통수단 중개소에 연락하십시오(중개소 연락처는 2 페이지 참조). 중개소가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귀하의 이동 필요에 맞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본 서비스 자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지역 지원처를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전화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

ProviderOne 서비스 카드

•

픽업 장소의 전체 주소

•

백신 예약 장소

•

귀하를 담당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전화번호(COVID-19 대형 백신 접종 진료소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본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예약 일시

•

의료서비스 예약 유형(예: 투석, OB, 치과, COVID-19 백신 등)

자주 하는 질문
비응급 의료 교통수단이란 무엇인가요?
본 서비스는 귀하의 의료서비스 예약 왕복 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 지원 유형에는 공공
버스, 택시, 휠체어 밴, 주유 바우처 및 마일리지 상환이 포함됩니다. 본 서비스에는 들것, 앰뷸런스, 또는 보안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OVID-19 접종 예약을 위해 비응급 의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예. 약국, 대형 백신 접종 진료소 및 드라이브스루 클리닉 등 백신 접종 진료소까지 왕복 교통수단을 제공해
드립니다. 해당 카운티의 교통수단 중개소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동 필요에 맞는 왕복 교통수단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누가 비응급 의료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한 Apple Health(Medicaid) 가입자가 본 서비스 제공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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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교통수단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전화를 하나요?
해당 카운티의 교통수단 중개소에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수단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본 서비스 자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지역 지원처를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교통수단을 요청하려면 언제 전화해야 하나요?
가능한 신속히, 의료 예약 전 영업일 기준 최소 이틀 전에 전화해 주십시오. 영업일 기준 병원 방문 전까지 이틀이
채 남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긴급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중개소 연락처
중개소 이름

담당 카운티

전화번호

Hopelink

King, Snohomish

1-800-923-7433

Northwest Regional Council

Island, San Juan, Skagit, Whatcom

1-800-860-6812

Paratransit Services
Human Services Council
People for People

Special Mobility Services

Clallam, Grays Harbor, Jefferson,
Kitsap, Lewis, Mason, Pacific, Pierce,
Thurston
Clark, Cowlitz, Klickitat, Skamania,
Wahkiakum
Benton, Chelan, Columbia, Douglas,
Franklin, Kittitas, Okanogan, Walla
Walla, Yakima
Adams, Asotin, Ferry, Garfield,
Grant, Lincoln, Pend Oreille,
Spokane, Stevens, Whitman

1-800-846-5438
1-800-752-9422(옵션 2)
1-800-233-1624

1-800-892-4817

자세한 정보는 Non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NEMT, 비응급 의료 교통수단) 웹사이트
hca.wa.gov/transportation-help 를 참조하십시오.

820-NonDOHMay2021 Korean
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또는 난청 장애 고객의 경우, 전화
711(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civil.rights@doh.wa.gov)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