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HEALTH
PLUS
보험
선택하기
NY State of Health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유용한 보험 선택 정보

CHILD HEALTH PLUS는 소득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
든 아동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자
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를 위한 건강 보험을 선택해
야 합니다. 건강 보험에서는 (네트워크) 의료진, 클리닉, 병
원 및 약국과 협력하여 의료 비용을 지불합니다. 건강 보험
에서 의료진을 선택해 자녀의 1차 진료 제공자(PCP)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담당 PCP 및 해당 보험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Health Plus 보험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월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보험에서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서비스가 변동될 수 있습
니다.

• 다른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장 의약품으로 다른 처방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품질 및 환자 만족도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선택하기
자녀를 위한 최적의 보험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 보험 서비스, 성과 및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보험을 평

가하는 연례 보험 성과 소비자 안내서를 살펴보십시
오. 안내서 확인:
http://www.health.ny.gov/health_care/managed_care/
consumer_guides/nyc/medicaid/

• 건강 보험료 전체를 모두 지불하는 경우, 선호하는 월

보험료를 비교하고 자신의 지불 능력에 대해 검토하
십시오.

보험료 납부
소득이 높은 일부 가정은 Child Health Plus 월 보험료를 지
불해야 합니다. 첫 달의 보험료가 납부된 후에 보장이 개
시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 보험료를 우편으로 납부하
실 수도 있습니다.

New York City Child Health Plus 보험

• 건강 보험에서 자녀가 복용하는 의약품을 보장하는지

Affinity Health Plan 1(866) 247-5678
Fidelis Care New York 1(888) 343-3547
EmblemHealth (HIP) 1(800) 447-8255
Empire Blue Cross Blue Shield Health Plus 1(800) 600-4441
Healthfirst PHSP, Inc. 1(866) 463-6743
MetroPlus Health Plan 1(800) 303-9626
United Healthcare Community Plan 1(800) 493-4647
WellCare of New York 1(800) 288-5441

• 건강 보험을 통해 이용하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

자세한 정보는 NYC Health Insurance Link,
www.nyc.gov/hilink를 참조하십시오.

• 자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의사에게 취급하는 Child
Health Plus 보험명을 물어보십시오.

•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의사, 병원 및 클리닉이 건강 보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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