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에
가입하실 준비를
하세요!
준비가 되시면 가입이 더 빠르고 쉬워집니다. 가구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정보를 가지고 계십시오.
이 정보가 모두 다 없어도 여전히 가입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정보
• 소셜 시큐리티 번호

• 생년월일

•	세금 명세서, W-2 양식 또는 급여 명세서 등 재직 및 소
득 정보

• 보험 카드(가구 중에 건강 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이민 서류(서류사 있는 이민자의 경우 필수함)
미국에서 법적 이민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I-551)

• 노동 허가증(I-766)

• 귀화 증명서

• 입국/출국 증명서(I-94 또는 I-94A)

• ORR 해제 증명서(ORR UAC/R-1)

• 여권

유용한 팁
• 본인과 귀하의 가족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 복용하는 약물 및 의사 등 가족 건강 기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정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 건강 보험을 적어 두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사무소에 전화하십시오.
• 	건강 보험 약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공제액", "공동 부담액" 및 "보장 기간"은 귀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항
목입니다. 건강 보험의 작용 방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nyc.gov/hilink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사용 언어로 된 무료 대면 지원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대면 지원 담당자는 건강 보험 및 의료 관리 옵션을 설명하고, 신청을 도우며 재정 지원 자격이 있는지 함께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호될 것입니다.

311 로 전화하십시오
877877번으로 CoveredNYC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십시오(스페인어 지원은
SeguroNYC라는 문자)
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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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Ready to
Sign Up for
Health Insurance!
Sign-up is faster and easier when you’re prepared. Have as much
of this information as you can for everyone in your household
signing up.
Even if you don’t have all of this information, you can still start the sign-up process.
Household Information
• Social Security numbers
• Current employment and income information, such
		 as tax statements, W-2 forms or pay stubs

• Birth dates
• Insurance cards, if members of your household have
		 health insurance

Immigration Documents (required if you are a documented immigrant)
Items that show your legal immigration status in the U.S. can include:
•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I-551)

•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I-766)

• Naturalization Certificate

• Arrival/Departure Record (I-94 or I-94A)

• ORR Verification of Release Form (ORR UAC/R-1)

• Passport

Helpful Tips
• Pick a plan that is right for you and your family:
° Know your family’s health history, including any medications that you take and doctors you see.
		 ° If you have a regular health care provider, write down the insurance plan(s) they accept. Call your provider’s
			 office if you are unsure.
• Learn about health insurance terms. “Deductible,” “copayments” and “coverage period” are terms that affect
		 your option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how health insurance works, visit nyc.gov/hilink.

Get free, in-person assistance in your language

In-person assistors can explain your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care options, help you apply and work with
you to find out if you qualify for financial help. Your information will be kept private.

Call 311
Text CoveredNYC to 877877 (or SeguroNYC for help in Spanish)
Visit nystateofhealth.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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