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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 보험 
 

2019	년	1	월	1	일부터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성인은	고품질의	
저렴한	비용	및	무료로	의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	
보험이란?

메디케이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과거에 메디 케이드를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다면, 
이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18 년 11 월 1 일자로 
부터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보험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작됩니다.   

소매, 건설, 보육, 조경, 음식 서비스업  및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타 많은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 보험 혜택은 달리 의료 
진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저 소득층 가정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보장됩니까?1 

새로운 의료 보험은 성인에게 다음을 보장해 드립니다. 
• 의사, 병원 및 응급 서비스
• 처방약
• 실험실 및 X레이 서비스
• 출산 및 신생아 진료
• 장기 요양 보호 및 지원 서비스
• 가정 의료 서비스
• 중독 및 회복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행동

건강 서비스
• 신체적, 직업적 및 언어 치료를 포함한 재활

서비스
• 교통편 대안이 없는 경우 메디케이드 보장

서비스로 교통편 제공
• 가족 계획 서비스
• 의료 기기 및 의료 소모품
• 예방 및 건강 서비스 및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
• 그외 등등!

보장	받는	대상은?

다음에 해당되는 성인은 새로운 의료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거주자
• 19-64세에 해당하는 자
• 메디케어를 받지 못하거나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자
•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자, 이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인 보장 소득 한도 (총액)* 

가족 수 월간 연간 
1 
2 
3 
4 
5 
6 

* 2021 년 1 월 13 일부터 유효합니다. 소득 한도

는연간으로.조정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커버 버지니아 콜 센터 (Cover Virginia Call Center:
1-855-242-8282)로 전화하십시오. 통역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담당자가 본인이 원하는 언어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 커몬 헬프(Common Help)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www.commonhelp.virginia.gov

• 헬스 인슈어런스 마켓플레이스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www.healthcare.gov

• 해당	지역	사회	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또는
직접	갖다	주십시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려면	www.coverva.org를	
방문하여	어플라이(Apply)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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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2,004 
$2,526 
$3,048 
$3,570
$4,092 

$17,775 
$24,040 
$30,305 
$36,570 
$42,836 
$49,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