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ketplace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for Life Events  
Social Media Toolkit - Korean 

For use throughout the year, outside the annual Open Enrollment period 

HealthCare.gov partners: Use these social media posts below to encourage and remind your followers 
to enroll in coverage via a special enrollment period -- due to a qualifying life event – and be sure to 
include the #MarketplaceSEP hashtag.  

As always, the best way to stay up-to-date with Marketplace news and announcements is to “Like” our 
Facebook page and follow us on Twitter @HealthCareGov.  

POST POST COPY 
Major Life Events 

Social Media Graphic 
Download graphics here 

1 다음 중, 지난 60 일 이내에 겪으신 일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마켓플레이스 보험의 특별 가입 기간인 

#MarketplaceSEP 에 대한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 대소사가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려면 1-800-318-

2596 으로 전화하세요. 

  
2 인생의 중대사는 버거운 일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MarketplaceSEP. 

 

어떤 인생 대소사가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려면 1-800-318-

2596 으로 전화하세요. 

  

3 인생의 중대사는 버거운 일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MarketplaceSEP. 

 

어떤 인생 대소사가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려면 1-800-318-

2596 으로 전화하세요. 

 
 

POST POST COPY 
Changes in Household 

Social Media Graphic 

4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것이 달라지듯 필요한 건강보험도 

달라집니다. HealthCare.gov 에 보험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잠깐의 기회가 있습니다. 

#MarketplaceSEP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1-800-318-2596  
 
 

 

 

https://www.facebook.com/Healthcar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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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POST COPY 
Loss of Health Coverage 

Social Media Graphic 

5 퇴사했거나 해고된 경우라 해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잃으셨다면 언제든 특별 가입 기간을 통해 1 년 중 남은 

기간을 보장받을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MarketplaceSEP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1-800-318-2596  

6 퇴사했거나 해고된 경우라 해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잃으셨다면 언제든 특별 가입 기간을 통해 1 년 중 남은 

기간을 보장받을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MarketplaceSEP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1-800-318-2596 

 

7 26 세가 되면서 보험도 잃으셨나요? 

 
HealthCare.gov 에는 보험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제한된 기회가 있습니다. #MarketplaceSEP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1-800-318-2596  

 

8 26 세가 되면서 보험도 곧 잃게 되시나요? 마켓플레이스 

플랜에 가입하여 계속 보장받으세요. #MarketplaceSEP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1-800-318-2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