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Obamacare 자격
시민/서류가 있는 사람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63/월 이상(개인)

$3,192/월 이상(4인 가족)
(소득이 낮은 사람은 Medicaid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지위에관계없이

(고용주를 통해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시
장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모
든 콜로라도주 주민은
Colorado Option 표준 플랜
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없는사람의보험보장

은 Connect for Health
Colorado의 OmniSalud 프
로그램을통해이용할수있습

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
는 플랜의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 옵션!

새로운  C O L O R A D O  O P T I O N  플랜  이용  가능

어떤  사람에게  자
격이  주어집니까 ?

 

새로운 OmniSalud 프로그램
 서류가 없는 사람/ DACA가 있는 사람은 $0 보험료 플랜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인정 최고 소득:

 $1,699/월(개인)
 $3,469/월(4인 가족) 

 (사람은 건강 응급상황에 대비한 Emergency Medicaid  자격
을 얻을 수 있습니다)

 
 
 
 
 

CO Option 표준 플랜은 1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ConnectForHealthCO.com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
접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새로운 Colorado Option 건강 보험 플랜은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 비용 없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류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
합니다.이 플랜은 주 법률과 연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며 보험을 구입한 개인과 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서류가 없고 소득이 낮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OmniSalud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O  O P T I O N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디에서  가입합니까 ?

303.839.1261 inform@cohealthinitiative.org www.cohealthinitiative.org



303.839.1261 inform@cohealthinitiative.org www.cohealthinitiative.org

Colorado Option
표준 혜택 플랜

신청: ConnectForHealthCO.com

ER Medicaid
정보: cohealth.co/ermedicaid
신청: HealthFirstColorado.com

보험료 없음, SILVER- ENHANCED SAVINGS 자격
을 갖춘 경우 저렴한 자기부담금 적용. 모든 처방약

에는 예측 가능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서류가 없는 가정과 개인을 위한 저렴한 건강관리 옵션

낮은 보험료및 더 많은무료 기본의사/정신
건강진료 및기타 서비스.

 
 

서류가 없는 개인을 포함한 저소득자

보장에는생명이나 신체적위험 등 응급상황이
포함되며 예방또는 후속진료는 적용되지않습

니다

 
신청은 비밀로 유지되며 연방 기관에 공개하
거나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이용되

지 않습니다
 

ER MEDICAID 서비스에는 보험료
나 코페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급 시에만 단기 건강 관리 보장(최대
45일)

분만과 출산만 보장하며산전 또는 산후관
리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출산 전후관리 보장(추가비용이 일
부 발생하거나전혀 발생하지 않음)

 

연간 보장
 

서류가 없는 사람은 소득이 다음 이하인 경우 무료로(보험료 없음) Colorado Option 플랜을 위
한 Emergency(ER) Medicaid 및 OmniSalud 지원(SilverEnhanced Savings)을 Connect for

Health Colorado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62/월  (개인))
최대 $3,191/월 (4인 가족)

 

신청은 비밀로 유지되며 연방 기관에 공개하
거나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이용되

지 않습니다
 

서류 상의지위에 관계 없이가족과 개인을 포
함한모든 콜로라도주 주민이이용할 수 있습니

다

 

언제나 귀하의 자격 확인을 위해 적용됩니다!

OmniSalud 지원
최대 $1,699/월  (개인))
최대 $3,469/월  (4인 가족)

 

ER Medic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