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기억하실 
날짜 

2013 년 10 월 1 일 

메릴랜드 헬스 커넥션 

등록시작 

 

2014 년 1 월 1 일 

메릴랜드 메디케이드 확대 

 

직장 고용주, 인사부, 의사, 교회 
건강사역자와 이번 개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상의하세요.     

질문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좋은 

보험플랜을 찾는데 

온라인이나, 전화로 혹은 

직원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한국어서비스는 

코리안리소스센터 

www.ikorean.org 

(410) 203-1111 

영어 서비스는 

전주민 건강보험! 
(410)235-9000 

건강보험이 확실히 

2600 St. Paul Street Baltimore, MD 21218 

전주민 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혜택을 메릴랜드 
전주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www.healthcareforall.com  좋은 소식 
저렴한 건강관리법에서 

혜택을 챙기는 법 

좋아집니다 



 
 

 현재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새로운 보험이 
많습니다.  

 모든 보험플랜이 병원 진료, 
예방주사, 임신 및 출산 관리, 
응급실, 처방약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예산에 맞춰서 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이 비용 및 제공하는 
혜택범위를 쉬운 말로 보여주어야 
하며, 잔글씨는 안됩니다.      

저렴한 건강관리법(Affordable Care Act) 
앞으로 '저렴한 건강관리법'이 완전히 시행되면 메릴랜드 주민 중 30 만명 정도가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본인 부담이 없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릴랜드 건강 커넥션'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커넥션'은 보험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또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보험시장인데 주정부에서 관장합니다. 당신이 현재 보험을 지니고 있고 그 혜택에 

만족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바꿔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다른 옵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몇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가족이 아파도 
엄청난 의료비나 혹은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보험플랜이 
필요한 건강관리를 예외없이 
모두 커버합니다.   

 예방주사같은 예방적 
건강관리를 공동 부담금 없이 
제공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26 살이 될 
때까지 당신의 보험에 둘 수가 
있습니다.  

가족수  무료 보험 

혜택을 받는 

상한선 

메릴랜드 건강 커넥션을 

통해서 할인가격 보험을 

살 수 있는 상한선  

메릴랜드 건강 커넥션을 통해서 

보험을 구입했을 때, 예상되는 월 

보험료  

최저  최고 
1 $15,028 $43,560 $38  $345

2 $20,300 $58,840 $51  $466

3 $25,571 $74,120 $64  $587

4 $30,843 $89,400 $77  $708

5 $36,115 $104,680 $90  $829

6 $43,596 $126,360  
7 $49,152  $142,440   

 

당신이 예산에 맞는 플랜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총액 상한이 
있어서 공동 부담금처럼 본인이 부담하는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 인가족에 년수입이 $30,843 이하면 
무료 보험혜택 자격이 됩니다.  수입이 $89,400 
까지도 여전히 메릴랜드 건강 커넥션을 통해서 
할인가격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