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에서 건강 
보험을 가지는 
방법

OregonHealthCare.gov를 
방문하여 지역 전문가들의 
무료 지원을 찾아보세요.  

등록: 11월 1일부터 12월 15
일까지

www.OregonHealthCare.gov | 855-268-3767

다른 언어 또는 형식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1-855-268-3767(수신자 부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Español, Русский, Tiếng Việt, 汉
语, 漢語 로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큰 
활자나 다른 형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 
에서 건강 플랜에 
가입, 갱신 또는 변경

건강 보험이 없으십니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어떤 플랜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비용도적절한지 알아보십시오.

• 플랜 비용 납부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에 건강 보험을 구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당 보험을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할 시기입니다. 플랜을 다시 
살펴보세요. 옵션을 비교하십시오.  

• 필요한 건강 관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 매년, 새로운 플랜이 제공되고, 혜택은 
변경될수 있으며, 일부 플랜은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있습니다.

• 소득 및 가족 규모의 변화는 재정 지원에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재등록되는 플랜인지 확인하십시오.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가입자 정보를 
다시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OregonHealthCare.gov를 방문하여 지역 
전문가들의 무료 지원을 찾아보세요.  

시작: 11월  1일12월까지 등록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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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 보험에 대한 비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작년에 HealthCare. gov에서 보험에 
가입한 오리건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 비용에 있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보험 
비용에 대해 도움을 받은 비용은 평균 월 
$140입니다. 소득이 아래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자격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Q: 내가 정말 의료 보험이 필요할까요? 나는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A: 건강 보험은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에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40,000 이상의 비용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플랜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일부 예방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최적의 플랜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진료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필요한 처방전을 포함하여 계속 진료를 받고 
싶은의사나 병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보험에 대해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예산에 맞는 플랜을 찾아봅니다. 월 
보험료,공제액 및 기본 진료비를 고려해 보십시오.

Q: 결정하는 데 혼란스럽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A: 지역 커뮤니티 단체와 보험 에이전트에서 가장 
적합한 건강 보험 플랜을 찾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런 도움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찾으려면 OregonHealthCare.gov를 방문하거나 
1-855-268-3767(수신자 부담)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오리건 헬스 플랜(Medicaid)

오리건 헬스 플랜(Oregon Health Plan, OHP)은 
오리건 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 임산부, 미혼 성인, 자격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 또는 장애 상태에 따라 대상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 OH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ohp.oregon.gov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커뮤니티 파트너에 문의합니다. OregonHealthCare.
gov/gethelp에서 커뮤니티 파트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 가입, 갱신 또는 변경

HealthCare.gov 

1-800-318-2596(수신자 부담) 

(TTY: 1-855-889-4325) 하루 24시간

지역의 무료 지원을 받아보세요. 

OregonHealthCare.gov

1-855-268-3767(수신자 부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월요일 ~ 금요일

•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보험에이전트나 커뮤니티 기관을 찾아보세요.

• 자신의 모국어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말아야 할 중요한 날, 

11월 1일
1일, 플랜 가입, 갱신 또는 변경 
시작하는 날.  

12월 15일
플랜 가입, 갱신 또는 변경 마지막 
날. 이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년 다음 소득 이하?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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