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용어에 대한 사용자 안내서
가장 혼동되는 건강 보험 용어의 정의







비용 평가 방법  

Marcus는 $2,00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었고 입원비가 $10,000 
나왔습니다. Marcus는 건강 플랜이 
이 입원비를 지불하기 전에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과 기타 의료비는 건강 플랜마다 다릅니다.

건강 플랜이 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기 시작하기 전에 
귀하가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금액.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를 건강 플랜과 
공동 부담하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본인 부담금은 매년 
초에 갱신됩니다. 

본인 부담금

= $10,000 
입원

$2,000
MARCUS가 
지불한 본인 

부담금

$8,000 
건강 플랜이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

– 



비용 평가 방법  

George가 새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기 위하여  
약국에 갑니다. George가 약사에게 가입한 건강  
플랜이 적용되는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게 합니다.  
건강 플랜이 약 값을 지불합니다. George는 기본  
진료비 20달러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 플랜이 지불합니다. 
기본 진료비는 건강 플랜마다 다릅니다.

건강 플랜 의약품집은 
귀하의 건강 플랜이 
보장하는 의약품 
목록입니다. 건강 플랜이 
약 값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하게 됩니다. 

건강 플랜 
의약품집

$20 
처방당



비용 평가 방법  

Roger는 생애 처음으로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일차 의료 제공자(PC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PCP가 그의 주치의입니다.

건강 플랜의 일환으로 
방문하기로 선택한  
주치의 또는 간호사.

PCP가 귀하의 총체적인 
건강 관리를 감독하고  
건강 유지를 위해 다른 
의료 제공자 및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일차 의료 
제공자 (PCP)

건강 검진과 비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PCP를 

 방문하십시오 



비용 평가 방법    

Marcela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혼 
여성입니다. 그녀의 연 소득은 $25,000입니다 
(한 달에 약 $2,000). 따라서 그녀는 세금 
공제라는 재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으면 Marcela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실제 수치는 Washington Healthplanfinder 에 문의하십시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으면 건강 플랜에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 즉  
월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WAHealthplanfinder.org를 방문하거나 
1-855-923-4633으로 전화 하십시오. 

보험료 세금 
공제

보험료 비용 보험료 세금 
공제

월 지불금= – 



비용 평가 방법  

James는 건강 플랜 본인 부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는 건강 검진을 
받았고 $500가 청구되었습니다. 그의 
건강 플랜이 청구 금액의 80% 즉 $400
를 지급할 것입니다. 공동 보험료의 
일환으로, 제임스는 청구 금액의 20%  
즉 $100를 지급합니다.
공동 보험료는 건강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 보험료는 보험 적용이 되는 
보건 서비스 비용 중에서 귀하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귀하는 
건강 플랜의 본인 부담금을 
납입한 후부터 공동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공동 보험료는 의료비를 건강 
플랜과 공동 분담하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공동 보험료

$100 
JAMES의 
부담금

= 20% 
공동 보험료

x $500 
총액



비용 평가 방법  

보험료

Jean은 전기세나 통화료를 납입하듯이 건강 플랜 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Jean은 보험료를 며칠 일찍 우편으로 부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하여 자신의 건강 플랜이 보험 효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보험료는 건강 플랜 혜택을 
받기 위해 매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귀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입금을 보내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찍 

보내십시오



비용 평가 방법  

Shirley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나 자녀가 병원을 정기 방문할 때마다 $20 
달러의 기본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올 한해 15번 병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셜리가 
기본 진료비로 내야 하는 현금지불비용은 $300
입니다. 
이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가입한 건강 플랜에 
전화해서 문의하십시오.

현금지불비용

15
방문 수 

= $300 
연도 

$20 
방문당

x 

가입한  건강 플랜이 
지급해주지 않고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현금지불비용은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료, 
보험 적용 서비스의 기본 
진료비, 그리고 가입한 
건강 플랜이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보험 시장 내에서 구입한 건강 플랜일 
경우에 2015년도 현금지불비용은 개인 
플랜은 $6,600, 가족 플랜은 $13,200 달러만 
납입하면 됩니다. 



비용 평가 방법  

Laura는 정신 건강 상담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집 
근처에 한 곳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문 예약을 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건강 플랜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상담가를 선택하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듭니다. 

보험 적용 네트워크에 포함: 
귀하가 가입한 건강 플랜이 
승인한 의사와 다른 의료 제공자. 

보험 적용 네트워크에 미포함: 
귀하가 가입한 건강 플랜이 
승인하지 않은 의사와 다른  
의료 제공자. 

보험 적용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제공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집니다. 

네트워크

방문 예약을 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포함된 의료 

제공자인지 확인하십시오 



Thomas는 고혈압 환자이며 3개월에 한 번씩 일차 
의료 의사를 방문합니다. 그의 건강 플랜은 의사 방문 
비용으로 $20의 공동 납입금을 청구합니다. Thomas는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공동 납입금을 지불합니다. 
기본 진료비는 건강 플랜마다 다릅니다.

기본 진료비는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지불하는 
고정액입니다. 정기 
병원 방문 또는 처방약 
조제와 같은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기본 
진료비가 적용됩니다. 

기본 진료비는 의료 
서비스를 받은 당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 진료비

$20
방문당

비용 평가 방법   



비용 평가 방법  

Taylor는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그녀는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건강 플랜이 비용을 지불해주는 점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건강 보험 플랜이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 부담 비용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연 1
회 건강 검진과 독감 예방 
주사 등의 의료 서비스. 이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포함된 
제공자가 제공할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예방  
서비스

예방 서비스는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비용 평가 방법  

필수 
보건 
혜택

앞으로 모든 건강 플랜에 입원 혜택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모든 건강 플랜은 입원 보험 급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ashington Healthplanfinder에 
1-855-WAFINDER (1-855-923-4633)로 전화하시거나 
가입한 건강 플랜에 전화해서 문의하십시오. 

모든 건강 플랜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 10개 한 세트. 
몇몇 혜택은 무료입니다. 기본 
진료비와 공동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1. 병원 방문과 입원

 2. 응급실 후송

 3. 출산 전후 관리

 4.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치료

   5. 처방약

 6. 부상을 입거나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장치

 7. 실험실 테스트

 8. 상담, 검사,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 서비스

 9. 당뇨병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의 관리

 10. 소아과 진료

전문가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The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은(는) 관련 연방 공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55-923-4633 (TTY: 1-855-627-960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wahealthplanfinder.org    1-855-WAFINDER    1-855-923-4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