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안내 사항 

COVID-19 백신, 검사, 치료 그리고 
회원 

Medicaid 회원에게는 COVID-19 
백신, 검사, 치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NYS Medicaid는 다양한 COVID-19
검사, 백신, 부스터 샷, 치료를
보장합니다.

•  단,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합니다.

• COVID-19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의료 서비스
기관과 약국에서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치료에는 모노클론항체와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COVID-19 백신,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기관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세 정보 

•  Fee For Service(FFS) 보장에 대한
질문은 Division of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DPDM)의 Office of Health
Insurance Programs(OHIP)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518) 473-2160 으로
문의하시거나 FFSMedicaidPolicy@
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FFS 약국 보장에 대한 질문은
Medicaid Pharmacy Policy Unit으로
문의하십시오. (518) 486-3209으로
문의하시거나 PPNO@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관리 치료 보장에 대한 질문은 관리
치료 의료 보험에 문의하십시오.

COVID-19 백신 
NYS Medicaid는 COVID-19 백신의 접종을 보장하나요?
그렇습니다. 회원들은 COVID-19 백신이나 부스터 샷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나요?
모든 백신과 부스터 샷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단, 백신과 부스터 샷은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백신은 어디서 접종할 수 있나요?
회원은 의료 서비스 기관의 사무실, 약국, 의료 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에 대해 어디에 질문해야 하나요?
의료 서비스 기관 또는 약사가 백신 또는 부스터 샷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검사 
어떤 검사가 보장되나요?
Medicaid는 일부 자가 검사를 포함하여 COVID-19의 검사를 보장합니다. 항원 검사와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브랜드의 검사가 보장되는지 약사 또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사업체의 사무실, 진료소, 약국 등 여러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Medicaid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약국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COVIDtests.gov 또는 카운티 보건부를 통해서도 무료 
자가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부  
https://health.ny.gov/contact/contact_information/를 참조하십시오.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CDC는 COVID-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COVID-19에 노출 
되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양성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성인 경우 의료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COVID-19에 걸린 후 계속해서 통증을 느낄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치료 
NYS Medicaid는 COVID-19 치료를 보장하나요?
네, 회원들은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법으로 COVID-19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COVID-19 치료법이 보장을 받나요?
Medicaid는 항바이러스제와 모노클론항체 치료를 보장합니다. 단, 치료제는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치료제는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돕습니다. 양성이라면 즉시 의료 
서비스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치료법 중 하나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없다면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Test-to-Treat sites를 이용하면 방문 당시 
검사와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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