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원
그레이스 멩

건강보험개혁법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헬스케어를 보장합니다. 이번 가을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적합한 건강보험에 가입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26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고용주 기반의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어린이 보험 가입자의 지병을 거부사유로 간주할 수 없고,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질병 예방 서비스와 예방 접종 등 여러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건보 거래소 웹사이트 www.nystateofhealth.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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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질문: 나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건강 보험이 없으신 분들 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건강 보험에 만족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됩니까?
답변: 메디케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의거하여 뉴욕 주 거주자들의 대다수가 메디케이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만약 건강 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건강 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당 연간 소득이 $11,490에서 $45,960사이 여하고,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23,550에서 $94,200사이여 야합니다.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세금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0월 부터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훈련 받은 ‘네비게이터’들이 퀸즈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귀하에 여건에 적합한 건강보험 옵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전화 밎 사무실 방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하원의원 그레이스 멩의 웹사이트
(http://meng.house.gov)에서 네비게이터들의 서비스 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거래소 전화번호: 1-800-31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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