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이 필요하십니까?
새로운 특별가입기간을 통한 신청 및 가입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질병(COVID-19)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별가입기간인 2021년
8월 15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가입기간은
HealthCare.gov를 사용하는 36개 주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가 고유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다면, 그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주는 가입할 수 있는
유사한 옵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ealthCare.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30일 내에 플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후 보험은 해당 월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언제든지 가입하셨다면,
보험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특별가입기간에 대해 알아야 할 네 가지
yy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사실, 가입한 10명 중 아홉
사람은 절약 대상자입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은 COVID 구제법 때문에 낮은 보험료로
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5명 중 네 명은 절약을 받은 후 $10 이하로 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저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althCare.gov/more-savings를
참조하십시오.
yy 일생의 중대한 변화가 없으시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플랜에 가입하기 위한
이 특별가입기간은 자녀 출생, 이사, 결혼 등 일생의 중대한 변화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COVID-19)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 특별가입기간은
HealthCare.gov를 참조하십시오.

yy 보험 가입에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전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보험대리인이나 브로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y 이미 마켓플레이스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많은 절약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플랜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하기 전에, 자신의 디덕터블(본인공제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불했는지(플랜을 변경하면 디덕터블 계산을 새로이 시작해야 함) 등 필요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가입기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곳
yy HealthCare.gov를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거나 작성하던
것을 완료하십시오.
yy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로 전화해주세요. TTY 사용자는 1-855-889-4325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언어로 도움을 드립니다.
2021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이 기회를 가지시려면 2021년 8월 15일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큰 활자체, 점자, 오디오와 같이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마켓플레이스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CMS.gov/about-cms/agency-information/aboutwebsite/cmsnondiscriminationnotice.html을
방문하거나, 마켓플레이스 콜센터에 1-800-318-2596으로 문의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55-889-4325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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