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본문의 내용은 미국 내 보험에 관하여 간단히 요약한것입니다. 의료 지원을 받기 전에 

학교측에서 보내준 내용과 www.4studenthealth.com/mcccd 에 들려 더 자세한 정보를 

읽고가시길 바랍니다. 

 

2017 가을학기 보험 기간 – 2017년 8월 11일 부터 2018년 1월 12일 까지  

 

왜 건강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몇몇의 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의 병원비는 무료이거나 저렴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미국의 

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를 감당 하려면 건강보험을 꼭 필요로 

합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건강보험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험 ID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카드는 United 

Healthcare Student Resources (UHCSR) 계정에서 인쇄하거나 United Healthcare Student 

Resources (UHCS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나요? 

모든비용을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부담범위에 관한 것은 

www.4studenthealth.com/mcccd 사이트나 United Healthcare Choice Plus network 에 문의해 

주십시오.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의사를 보러가기 전에 항상 PPO 네트워크에 가입되어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절차를 

더 쉽고 , 가격도 저렴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사를 찾으려면: 

1. https://connect.werally.com/plans/uhc/1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2. “Choice Plus” 를 선택하십시오.  

3. 미국 우편번호 (Zip code)를 입력하여 주세요.  

4. 의사선생님의 이름이나 “People”을 클릭해서 근처에 옵션들을 볼수있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여주세요. 

 

PPO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요?  

PPO network란 의사와 시설들끼리 서로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진료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걸 뜻합니다. 

http://www.4studenthealth.com/mcccd
http://www.4studenthealth.com/mcccd
https://connect.werally.com/plans/uhc/1


 

의사를 보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만약 PPO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된다면, 진료비 $25 만 내시면 됩니다. 보험 회사 측에서 

나머지는 부담해 줄 것입니다. 

만약 PPO가 아닌 의사를 보게 된다면, 진료비 $25 과 함께 $50의 deductible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에서는 오직 60%만 부담해줄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의사를 봐야하는데 진료 예약을 잡아 의사를 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위급하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Urgent Care Center로 가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오직 $25 만 내시면 됩니다. PPO에 가입된Urgent care center 목록을 

찾으시려면 FAQ 를 읽어주세요. 

Urgent Care Center 란 무엇인가요? 

Urgent Care Center란 급하게 진료를 받아야하거나 예약을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 가는 의료 

기관 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심각한 상태일 경우? 

만약 생명이 위독하거나 위험한 상태일 경우, 응급처치를 위해 911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가십시오.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게 되서 심각한 상황이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250 co-pay 비용이 

면제 됩니다. 

 

약이나 처방약이 필요한 경우? 

약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 카드를 약국에 가지고 가십시오. 보험회사에서 처방전 

당 최대 31일 어치의 약을 원 비용의65%까지 부담해줄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브랜드 

약들도 가격을 부담해 줄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커버해 주는 서비스를 자비로 먼저 계산한 경우? 

만약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치료를 돈을내고 받았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비용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form 을 다운로드해 작성한후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UnitedHealthcare Student Resources 
P.O. Box 809025 

Dallas, TX 73580-9025 
customerservice@uhcsr.com 

http://4studenthealth.ascensionins.com/wp-content/uploads/17-18_Maricopa_FAQ.pdf
http://4studenthealth.ascensionins.com/wp-content/uploads/UHCSR_ClaimForm.pdf
mailto:customerservice@uhcsr.com


 

 

●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 하세요: 

o 의료보험 혜택이나 청구의 관하여: 
▪ UnitedHealthcare (800) 767-0700 

o 보험 등록에 관하여: 
▪ Ascension (800) 537-1777 

 

● 1-866-260-272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