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불법 체류자를 위한

COVID-19

의료 보험 적용 범위 확대
혜택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과 같은 개인입니다:
시민권 지위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의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
참고: COVID-19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검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COVID-19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
가능합니까?
의료 기관 또는 진료소(예:
개인 의료원, 등록된
간호사 및 임상 간호사)를
방문하십시오
응급실 또는 다른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는
안됩니다

어떤 종류의 COVID-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진료소, 이동 의료 및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의
검사와 치료

COVID-19 확진 후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

COVID-19로 인한 입원
환자의 퇴원 후 후속
방문 진료(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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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합니까?
1-800-756-5437번으로 지역사회
보건 접근 프로그램 (Community
Health Access Program-CHAP)에
전화하시면 비밀이 보장되는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 시에 통역사와 TTY 이용이 가능하며 CHAP에서는
의료진을 찾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1-855-923-4633 또는
1-855-627-9604번으로 전화하세요

www.wahealthplanfinder.org를
참조하세요
신청서(HCA 18-001P)를 팩스
1-855-867-4467로 보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관에
연락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요청 시 통역사와 TT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킹 카운티 COVID-19 커뮤니티 정보
라인 206-296-1608번으로
전화하세요
(월~금)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의료 제공자의 경우

의료 제공자들은 이 의료보험 적용으로 COVID-19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개인 의료원/이동 의료/기타 설정에서의
청구

응급실 서비스 및 관찰진료를 포함한 외래
환자의 병원 청구

CR(Catastrophe/Disaster Related) 한정자를 포함합니다

진단에는 반드시 B34.2 또는 U07.1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사에 대한 청구에는 각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한 진단 코드를
포함합니다

COVID-19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방문 방법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퇴원 후 후속 진료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의료보험에 의해 커버됩니다

확진된 COVID-19의 치료에는 ICD-10 코드 U07.1을
포함합니다
COVID-19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방문 방법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퇴원 후 후속 진료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의료보험에 의해 커버됩니다

COVID-19의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
일반적인 AEM 청구 지침을 따릅니다
치료 중인 1차 진단을 코드로 입력하고 적절한 코드(예: B34.2
또는 U07.1)를 사용하여 2차 진단으로 COVID-19을
포함합니다

COVID-19 청구, 코딩 또는 원격의료 정책 문의는
HCAAH 로 이메일 바랍니다
HCAAH_COVID19@hca.wa.gov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정책을 참조합니다: WAC 182-507-0115

워싱턴 주 불법체류자를 위한 COVID-19 의료 보험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를 참조하십시오
www.hca.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