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의료보험
신청신청  또는또는  갱신갱신  방법방법
 (질병, 치과 질환, 정신 건강 질환, 또는 약물 사용 장애를 위한 의료보험)

다음다음  조건을조건을  충족하는충족하는  경우경우:
• 자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  부모 또는 양육인이고 자녀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임산부이거나 임산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  18~64세 성인인 경우
온라인온라인: Washington Apple Health(Medicaid) 또는 민간 의료 보험을 신청하시려면 www.wahealthplanfinder.org 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전화: Washington Healthplanfinder 고객지원센터(1-855-923-4633)로 문의하십시오.

대민대민  지원지원: 다음 웹사이트에서 현지 내비게이터를 찾으세요.  
https://www.wahealthplanfinder.org/HBEWeb/Annon_DisplayBrokerNavigatorSearch.action?brokerNavigator=NAV&request_locale=en 

다음다음  조건을조건을  충족하는충족하는  경우경우::
•  65세 이상
•  Medicare 신청 자격이 있는 자
•  Spenddown 수혜자
•  Medicare Savings Program이 필요한 자 또는 수혜자
•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자 또는 수혜자
•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헬스케어(HWD)를 신청한 자
온라인온라인: Washington Apple Health(Medicaid)를 신청하시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 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전화: DSHS 고객서비스센터(1-877-501-2233)로 문의하십시오.

대민대민  지원지원: 
�  DSHS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소는 https://www.dshs.wa.gov/esa/community-services-find-an-office 에서 찾으십시오.
�  지역 기관은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publicaccessdirectory.go 에서 찾으십시오.

�  인근 지역의 이동 지역사회 서비스 사무소 행사는 www.dshs.wa.gov/MobileOffice 에서 찾으십시오.

위탁위탁  양육양육  아동을아동을  위한위한  의료의료  보험보험  신청신청  또는또는  갱신갱신
다음다음  조건에조건에  해당하는해당하는  아동과아동과  청소년청소년: 
�  위탁 양육에 맡겨지거나 입양 지원을 받고 있는 21세 미만.
�  만 18세 이상이 되어 위탁 양육을 졸업한 18~26세.

전화전화: 위탁 양육 의무실(1-800-562-3022, 구내 15480)에 문의하십시오.

장기장기  서비스서비스  및및  지원에지원에  대한대한  도움말도움말  찾기찾기
요양요양  시설시설  서비스서비스, , 인홈인홈  간병간병, , 생활생활  보조보조  또는또는  성인성인  패밀리패밀리  홈홈, , 또는또는 Medicaid 개인개인  간병간병: 
�  지역 가정 및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지역 사무소는 https://www.dshs.wa.gov/ALTSA/resources 에서 찾으십시오.

장애장애  근로자를근로자를  위한위한  헬스케어헬스케어(HWD): 
�  HWD 전문실(1-800-871-9275)에 문의하십시오.

발달발달  장애장애  행정행정  서비스서비스: 
�  지역 사무소 또는 서비스 센터는 https://www.dshs.wa.gov/dda/find-dda-office 에서 찾으십시오.

호스피스호스피스  서비스서비스: 
�  지역 호스피스 기관은 https://wshpco.org/directory-search/ 에서 찾으십시오.

정신정신  건강건강  질환질환  및및  약물약물  사용사용  장애에장애에  대한대한  도움말도움말  찾기찾기
온라인온라인: Medicaid 재정 후원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https://www.hca.wa.gov/health-care-services-supports/behavioral-health-and-recovery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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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신청  또는또는  갱신갱신  방법방법

온라인온라인: 지원을 신청 또는 갱신하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 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전화: DSHS 고객지원연락센터(1-877-501-2233)에 문의하십시오.
대민대민  지원지원:
�  지역 DSHS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소는 https://www.dshs.wa.gov/esa/community-services-find-an-office 에서 찾으십시오.
�  지역 기관은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publicaccessdirectory.go 에서 찾으십시오.
�  인근 지역의 이동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소 행사는 www.dshs.wa.gov/MobileOffice 에서 찾으십시오.

현금현금  지원을지원을  신청신청  또는또는  갱신하기갱신하기
(노인, 시각 장애, 장애, 가족 관련, 또는 난민 지원)

온라인온라인: 지원을 신청하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 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전화: DSHS 고객서비스센터(1-877-501-2233)로 문의하십시오.
대민대민  지원지원:
�  지역 DSHS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소는 https://www.dshs.wa.gov/esa/community-services-find-an-office 에서 찾으십시오.
�  지역 파트너 기관은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publicaccessdirectory.go 에서 찾으십시오.
�  인근 지역의 이동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소 행사는 www.dshs.wa.gov/MobileOffice 에서 찾으십시오.

육아육아  지원을지원을  신청신청  또는또는  갱신하기갱신하기
온라인온라인: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 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전화: 육아 보조금 고객서비스센터(1-844-626-8687)로 문의하십시오.

내내  DSHS EBTDSHS EBT  카드를카드를  식품이나식품이나  현금현금  수당으로수당으로  바꾸기바꾸기
온라인온라인: 고객 혜택 계정에 로그인해서 요청을 하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 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전화: FIS 고객 전화 상담 서비스(1-888-328-9271)에 문의하십시오.  
�  이사를 했다면, DSHS 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1-877-501-2233)에 문의하십시오.

내내  ProviderOne ProviderOne 서비스서비스  카드를카드를  의료의료  서비스로서비스로  바꾸기바꾸기
온라인온라인: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또는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 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전화: 보건 당국 의료 지원 고객 서비스 센터(1-800-562-3022)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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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ashingtonconnection.org  

를 방문하여 Washington Apple Health 
(Medicaid),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 

및 기타 여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  사기에사기에  속지속지  마십시오마십시오!!

개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건강 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기성 또는 유사 개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건강 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기성 또는 유사 
웹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웹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안내문에 열거된 웹사이트는 사용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이 안내문에 열거된 웹사이트는 사용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나 온라인상에서 절대 제공하지 마십시오.개인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나 온라인상에서 절대 제공하지 마십시오.

Medicaid Medicaid 및및 Welfare  Welfare 관련 사기라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관련 사기라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1-800-562-6906 1-800-562-6906으로 으로 
신고하십시오.신고하십시오.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https://www.dshs.wa.gov/esa/community-services-find-an-office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publicaccessdirectory.go
https://www.dshs.wa.gov/esa/csd-mobile-office/mobile-community-services-office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https://www.dshs.wa.gov/esa/community-services-find-an-office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publicaccessdirectory.go
https://www.dshs.wa.gov/esa/csd-mobile-office/mobile-community-services-office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https://www.waproviderone.org/client
https://fortress.wa.gov/hca/p1contactus/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