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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귀하의 적격 정도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각 카테고리에 따른 서류 제출을 

준비해 두십시오.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전화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서류를 

MyChart에 업로드해야 하거나 예약 

방문 시 제출하도록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여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카테고리

접수 가능한 서류의 예시

신원 증명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아닌 
신분증, ID NYC, 여권, 
외국 신분증, 영주권 또는 
노동 허가증, 귀화증명서, 
비자, 학생증,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EBT 또는 CBIC 
카드

소득 증명 급여 명세서(지난 4주 
이내), 재직증명서, 연금/
SSI/실업 급여 통지서/수표

주소지 
증명

우편 소인이 찍인 봉투, 
유틸리티 요금 고지서
(지난 90일 이내), 임차 
계약서, 모기지 명세서

보험 적격 
판단

이미 다른 기관의 직원에 
의해 또는 직접 뉴욕주 
보험 New York State of Health 
Marketplace(뉴욕주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 가입 자격 심사를 
받은 경우, 판단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나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해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청구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강보험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 
건이 심사되는 동안에는 비용 지불을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 청구서를 
받으시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재정 상담사와 상담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재정 상담사가 건강 보험 신청 

또는 재정 지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1-844-692-4692번으로 

전화하신 후 옵션 3번을 선택하시어 

재정 상담사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모든 분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서류미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환자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저희는 또한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의사 및 
다른 의료진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알바니아어,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리올어, 힌디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언어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1-646-NYC-CARE  
1-646-692-2273

nyccare.nyc 새소식을 받아 보세요. 팔로우하세요. 



건강보험이 없으십니까?  
걱정마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고 
귀하와 가족분에게 가장 알맞은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여유가 되지 않으신다면, 귀하와 가족분들이 저희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NYC 
Care 또는 Options에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NYC Health + Hospitals 재정 상담사와 
상의를 하시면 자격이 될 경우 귀하와 
가족분이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재정 상담사들은 자격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건강보험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강보험 플랜에도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거나 
의료비를 낼 수 없는 분들은, 당사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의 하나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NYC Care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형편이 안 되고 뉴욕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tions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형편이 안 되고 뉴욕시에서 
살고 있거나 방문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tions는 Nassau 카운티에서 
살고 있거나 방문하여 Queens에 있는 
저희 병원과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Options는 
Westchester 카운티에서 살고 있거나 
방문하여 Bronx에 있는 저희 병원과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이 왜 중요합니까?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예기치 않게 치료를 
요하는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건강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되는 
큰 의료비와 처방약을 비롯한 예기치 
않은 비용 지불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방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렴하거나 무료인 건강보험 플랜이 
많습니다. 저희는 귀하와 그런 선택에 
대해 상의해드립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안 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시면, 형편이 되는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에는 저희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귀하가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사 방문에 대해 귀하가 
지불할 금액은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귀하 본인과 가족에 관한 정보와 귀하의 
소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가 자격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고 어떤 정보도 이민국 공무원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1단계:
가구원 수를 확인하십시오(함께 사는  
모든 성인과 자녀를 포함시키십시오).

2단계:
그 다음, 귀하의 연 소득 금액이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단계:
표의 열을 아래로 따라 내려가면서 귀하의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진료실 방문, 
응급실 방문 및 병원 입원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연방 빈곤 기준 100% FPL 101 - 125% FPL 126 - 150% FPL 151 - 200% FPL 201 - 250% FPL 251 - 300% FPL 301 - 350% FPL 351 - 500% FPL

가구원 수 미만 초과 미만 초과 미만 초과 미만 초과 미만 초과 미만 초과 미만 초과 미만

1 13,590 13,591 16,988 16,989 20,385 20,386 27,180 27,181 33,975 33,976 40,770 40,771 47,565 47,566 67,950

2 18,310 18,311 22,888 22,889 27,465 27,466 36,620 36,621 45,775 45,776 54,930 54,931 64,085 64,086 91,550

3 23,030 23,031 28,788 28,789 34,545 34,546 46,060 46,061 57,575 57,576 69,090 69,091 80,605 80,606 115,150

4 27,750 27,751 34,688 34,689 41,625 41,626 55,500 55,501 69,375 69,376 83,250 83,251 97,125 97,126 138,750

5 32,470 32,471 40,588 40,589 48,705 48,706 64,940 64,941 81,175 81,176 97,410 97,411 113,645 113,646 162,350

6 37,190 37,191 46,488 46,489 55,785 55,786 74,380 74,381 92,975 92,976 111,570 111,571 130,165 130,166 185,950

7 41,910 41,911 52,388 52,389 62,865 62,866 83,820 83,821 104,775 104,776 125,730 125,731 146,685 146,686 209,550

성인의 진료실 방문 $0 $2 $3 $20 $30 $40 $50 $50

자녀 또는 임산부의  
진료실 방문

$0 $0 $0 $20 $30 $40 $50 $50

행동 건강 클리닉 방문 $0 $0 $0 $15 $30 $40 $50 $50

성인의 응급실 방문 $0 $3 $3 $75 $80 $100 $120 $120

자녀 또는 임산부의  
응급실 방문

$0 $0 $0 $75 $80 $100 $120 $120

처방약(처방전당 비용) $2 $2 $2 $6 $10 $14 $18 $18

외래 수술 또는 MRI 검사 $0 $15 $25 $150 $300 $450 $550 $650

입원환자 병원 입원* $0 $25 $25 $150 $400 $900 $1500 $1500

자기부담금 및 공제액 $0 $0 $0 $0 $10 $12 $18 $22

가구 소득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NYC Health + Hospitals 자기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저축액이 $8,00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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