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가입 기간
2015년 11월 1일 ~
2016년 1월 31일

의료보험 가입
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언제 가입합니까?

의료비 절약을 원합니다
• 고액의 의료비로부터 보호를 받음
• 보험료 지급 지원(해당될 경우)
• 조세 벌금 부과 방지

고품질 보험적용을 원합니다
• 연방에서 정한 품질 및 가치 표준에 부합되는 플랜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 예방 검사, 백신, 정기 건강 검진 등

11월

1일

• 오픈 가입 기간은 2015년 11월 1일 ~ 2016
년 1월 31일입니다. AccessHealthCT.com
에서 등록하고 “의료보험 가입(Get Health
Coverage)”을 클릭하세요.
• Medicaid(HUSKY Health) 또는 CHIP
가입 유자격자,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이혼 또는 출생 등 해당되는 이벤트가
있는 가입자는 60일 간의 특별 가입 기간동안에
의료보험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0대 필수 건강 혜택
• 보험사를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 의료 및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주치의 (담당 의사)

다양한 옵션을 원합니다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 및 가족의 의료보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한 번에 간편하게 여러 플랜 및 보험사를 비교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번호

• 네 개의 보험사 중에서 선택

¢ 비자, 영주권 또는 기타 이민 관련 서류

• 가입자의 예산 및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적합한
다양한 플랜 옵션

¢ 가장 최근 세금 환급 서류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의 권리입니다
• 부담 적정 보험법은 환자를 보호합니다
• 또한 IRS 조세 벌금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 직장 정보
¢ 현재 보험 정보
서류 전체 목록은 Learn.AccessHealthCT.com 에서
참조하세요.

질문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무료 일대일 도우미:
인증된 가입 중개 대행사, 커뮤니티 가입 파트너, 공인 가입
신청 카운셀러 또는 가입 센터를 찾기 원하시면:

• 방문: Learn.AccessHealthCT.com/Locations
• 전화: 1-855-392-2428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2016

추가 세부사항

의료보험 가입
오픈 가입 기간 2015년 11월 1일 ~ 2016년 1월 31일

Access Health CT에 가입하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약간 계획을 하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 본 자료를 사용하세요.

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료보험은 귀하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또한 연방
조세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고 의료보험 가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Access Health CT 및 파트너를 통한
가입 지원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Access Health CT에서 도와
드립니다!

언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 간편한 일대일 대면 도움을 원하시면 다음 주소
로 방문하세요.
• 가입 센터

2016년도 의료보험은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1월 31
일 기간 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Medicaid(Husky
Health) 또는 CHIP 가입 자격이 있는 자,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해당 이벤트가 있는 자는 이 기간 전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ew Britain: 200 Main Street
• New Haven: 55 Church Street
영업시간 및 오시는 길은 Learn.AccessHealthCT.com/
Locations 에서 참조하세요.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커뮤니티 가입 파트너

¢ 의료보험이 필요한(또는 가입 당시 의료보험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사회 보장 번호.

귀하의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Access
Health CT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도서관과 같은
기관입니다. 지역 및 영업시간은 Learn.AccessHealthCT.
com/Locations에서 참조하세요.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해당될 경우 귀화 또는 이민
증서.
¢ 전년도의 세금 환급 서류. 이는 가입 신청을 위해 수정된 조정
후 총 연간 소득(MAGI)을 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직장 정보 및 최근 급료 또는 손익 명세서(자영업자일 경우).
이는 가입 신청을 위해 수정된 조정 후 총 연간 소득(MAGI)을
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무료 일대일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중 한
곳에 문의하세요

• 중개 대행사 - Access Health CT 인증된 중개 대행사는

Access Health CT에서 인증을 받은 라이센스 보험
대행사이며 공정하게 플랜을 추천하고 Access Health
CT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보험 옵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Access Health CT 인증된 중개 대행사를 찾으려면
AccessHealthCT.com에서 “도움 받기(Get Help)”를
클릭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세요.

¢ 의료보험 정보 (가족 구성원이 가입된 모든 기존 의료보험의
보험증권 번호 및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입할 수 있는,
직장에서 후원하는 의료 플랜 정보).

어떻게 가입합니까?

• 공인 가입신청 카운셀러는 커뮤니티 헬스 센터, 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특정 정부 기관에 있습니다. 이들도 또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AccessHealthCT.
com에서 “도움 받기(Get Help)”를 클릭하세요.

간단합니다. AccessHealthCT.com 에서 등록하고 “의료보험
가입(Get Health Coverage)”을 클릭하세요 .

•

전화번호 1-855-392-2428

•

로그인: Learn.AccessHealthCT.com/FAQs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오픈 가입 기간 외에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Medicaid(Husky Health) 또는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P)에 대한 가입 자격이 있는 자
•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 결혼, 이혼 또는 출생 등 해당되는 이벤트가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AccessHealthCT.com에 로그인하거나 1-855-392-2428번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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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팔로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