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 
의료보험을 고르는 새로운 방법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개인과 소규모 고용주들이 의료보험을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인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시장입니다. 이제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의료보험을 거절당하지도 않습니다. 가입 등록은 2013 년 

10 월 1 일부터 시작되며 2014 년 3 월 3 일에 마감합니다. 

 

더 좋은 보험과 선택 
폭넓은 범위의 의료보험들 중에 선택할 

기회가 있으며, 모든 의료보험들이 

총체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모든 

의료보험은 예방, 웰빙케어, 응급 치료, 

정신 건강 및 처방약 등을 커버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전문의 또는 선호하는 병원을 

포함하는 의료보험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선택을 위한 도움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도움을 청하고 싶으시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ConnectforHealth.com 을 방문 

하십시오. 가입 등록이 시작되면 당신의 

거주지 주변 의료 보험 안내원들과 

인증된 의료보험 대리인/보험인들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855-PLANS-4-YOU (855-752-

6749)를 걸어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온라인 채팅을 

하셔도 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저희 

(Connect for Health Colorado)의 

목표는 콜로라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당신이 좋은 의료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 

약 500,000 명의 콜로라도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 보험을 가입할수 

있도록 새로운 세금 공제 자격에 

해당되는데,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는 

당신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예로, 1 인 가정의 경우 

연간 소득 $45,960 까지, 2 인 

가정(부부)은 연간 소득 $62,040 까지, 

4 인 가정은 연간 소득 $94,200 까지 

월별 프리미엄을 바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에 따라 

진료시 본인 부담액과 (copay) 자기 

부담금 (deductibles)이 낮은 보험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Marketplace 

(시장)는 2014 년부터 시작하는 

의료보험 의무가 필요한 모든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 곳은 또한 당신이 메디케이드나 자녀 

건강 플랜 플러스(CHPP)를 통해 무료 

혜택의  자격이 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ketplace 는 메디케어 

자격이 되거나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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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작은 비용으로 가입 할수있는 연방정부 의료보험 

세금공제를 알아볼수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개인과 가족을 위한 도움 
당신이 개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의료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직장을 

통한 의료보험이 없다면,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기 전 둘러보기. 100 개가 

넘는 의료보험 플랜을 살펴보시고 

가격과 혜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약 여부 알아보기. 연간 수입에 

따라 얼마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신청하기. 재정지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당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혜택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정리하기. 한달에 얼마 

내기를 원하는가,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가, 또는 어떤 

의료보험 회사를 더 선호하는가 

등에 따라 의료 보험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당신한테 맞는 선택하기. 재정 

지원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의료보험을 둘러보시고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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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나 비영리 단체를 위한 

도움 
2013 년 10 월부터 2-50 명의 직원들을 

가진 소규모 사업체나 비 영리 단체들은 

직원들에게 좋은 의료보험 플랜을 

제공하기 위해 이 Marketplace(시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간소화. Marketplace 는 

건강보험 혜택과 가격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직원 선택권 확장.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규모 사업들은 직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격 인하. 어떤 소규모 사업들은 

직원들의 의료보험료의 50%까지 

세금 공제 혜택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Korean): 303-954-0058 내선 113  

주소: 5250 Leetsdale Dr #110, 

      Denver CO 80246 

www.cahe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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