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수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n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Health Insurance 
Marketplace®)는 귀하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보험을 찾아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켓플레이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귀하가 
다음에 대해 자격이 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	민영 보험 플랜. 귀하는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보험료 세금 공제 또는 비용 분담금 감면 등 
보험료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안 되더라도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필수적 건강급여, 
이미 존재하는 건강상태, 예방적 진료에 대해 보험 
혜택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생의 중대한 변화
(다른 보험의 상실, 결혼, 이사, 출산 등)로 인한 
특별 등록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한, 연례 공식 가입기간 동안에만 하나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또는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P). 이 프로그램은 제한된 소득, 장애 및 기타 
상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자격이 
되시는 것으로 보이면, 귀하에 관한 정보를 
귀하의 주 기관에 보내, 해당 기관에서 귀하에게 
연락하도록 할 것입니다. 메디케이드와 CHIP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n	HealthCare.gov에서 마켓플레이스 건강보험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일부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합니다. 자체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HealthCare.gov
에서 귀하의 다음 진행 단계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n	직장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되신다면, 마켓플레이스 
보험으로 바꾸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보험과 절약 혜택이 있는 마켓플레이스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해당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직장 보험 플랜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거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소득을 토대로 
하는 할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n	일생의 중대한 변화(다른 주로의 이사, 결혼, 출산, 
건강보험 상실 등)를 겪을 경우, 특별 등록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마켓플레이스 
플랜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귀하에게 해당되는 변화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큰 활자체, 점자, 오디오와 같이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마켓플레이스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MS.gov/about-cms/agency-information/aboutwebsite/cmsnondiscriminationnotice을 

참조하거나 마켓플레이스 콜센터에 1-800-318-2596으로 문의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55-889-4325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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