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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2021-2022

MARICOPA COMMUNITY COLLEGES
유학생 건강 보험 플랜 (ISHIP)

PPO 의사, 병원 또는 응급 센터는 어떻게 찾나요?

1. www.mycigna.com을 방문합니다.
2. 그리고 페이지 하단의 Provider Directory link (제공자 
디렉토리 링크): hcpdirectory.cigna.com을 클릭합니다.

3. 그 다음 화면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 옆에 있는Find a Doctor, 
Dentist, or Facility(의사, 치과 의사 또는 시설 찾기)를 
클릭합니다.

4. “How are you Covered(보험 가입 방식)”에서 Employer or 
School(직장이나 학교)를 클릭합니다.

5. 주소, 도시, 또는 우편번호(Address, City, Zip)를 입력한 후 
주소를 클릭해 확인합니다. Doctor by Type, Doctor by Name, 
or Locations(의사 유형, 의사 이름 또는 위치)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6. Continue as guest(손님으로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7. 주소를 확인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8. “Please Select a Plan(플랜 선택 바람)” 아래 PPO, Choice 

Fund PPO(하단)를 클릭합니다.
9. 목록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사고나 생명에 위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911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의사나 병원 진료 예약 방문 시에는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항상 보험 ID 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페이(자기 부담금)를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지참하십시오.

제가 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험 등록 후에는 보험회사가 보장되는 치료와 서비스 비용을 대부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공제금, 공동 보험금, 그리고 
코페이(자기 부담금)는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랜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플랜은 예방 치료도 보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플랜은 네트워크 내 의료 제공자의 경우 권장 
예방 접종, 정기 신체 검사 및 특정 검사와 검진 비용을 100% 
보장하며, 본인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또 피임약, 피임 서비스 및 
기구는 비용 분담 없이 100% 보장됩니다.

왜 건강 보험이 필요한가요?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비싸고 복잡합니다. 한 번 의사를 방문하는 
데는 평균 $250 정도가 들고, 병원에 하루만 입원해도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이처럼 높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책은 필요한 치료비와 
의약품 비용의 대부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800) 537-1777로 Relation Insurance 
Services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태평양 표준시 기준).

“네트워크 내(in-network)” 또는 “PPO”는 무슨 
뜻인가요?

네트워크 내(in-network)란 의사, 전문가 및 병원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본 보험 플랜과 계약을 맺고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플랜의 네트워크는 Cigna, Choice 
Fund PPO입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 가족도 등록할 수 
있나요?

학교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보험 가입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부양 가족을 위한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하려면 
www.4studenthealth.com/mcccd를 방문하십시오. 부양 가족(
배우자나 26세 미만의 자녀)은 학기 시작 전 또는 결혼, 출생, 
입양이나 미국 도착 31일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 ID 카드는 어떻게 받나요?

플랜에 가입하고 나면 보험 ID 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www.wellfleetstudent.com을 방문하십시오.
ID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알림을 받기 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800) 537-1777로 Relation에 문의하십시오. ID 카드는 

항상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 의료 문제나 아픈 경우에는 의사 진료소
• 의사 진료소가 닫은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은 응급 의료 센터
• 병원은 예정된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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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플랜은 안과나 치과 치료 비용을 보장하나요?

치과 치료 보장은 해당 치료가 사고 부상의 결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추가적으로 19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소아 치과 및 
안과 진료 비용이 보장됩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약에는 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처방약은 Wellfleet Rx/ESI 약국을 
이용하시면 65% 보장됩니다.

의사 청구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모든 의료 청구서와 병원 청구서를 환자 이름, 보험 가입 학생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학생 ID 번호, 그리고 보험을 제공하는 
대학 이름과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서 
제출에는 보험사 전용 청구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Wellfleet Group, LLC
PO Box 15369

Springfield, Massachusetts 01115-5369
(877) 657-5030, TTY 711

www.wellfleetstudent.com

청구서는 서비스 제공 후 90일 이내에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환급 신청서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877) 657-5030, TTY 711로 
연락하거나 www.wellfleetstudent.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 또는 미국 이외 지역에 있을 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외에서 받은 치료는 네트워크 내인 경우, 협의된 비용의 100%
가 보장되며 네트워크 외인 경우, 일반 및 관례적 청구 비용의 60%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받은 응급 치료 비용은 네트워크 내
혜택 수준에서 지불됩니다.
미국 밖에서 받은 치료의 경우 일반 및 관례적 청구 비용의 60%
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고국에서 발생한 진료, 서비스 또는 물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료비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정보는 환급 청구 부서 주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태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본 플랜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보험 보장은 
종료됩니다. 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학기 내 남은 개월 수만큼 학교에 비용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Optional Practical Training(선택적 
실무 교육) 취업 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험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800) 537-1777로 Relation에 연락해 
가입 양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선택 실무 교육)에 참여 중인 학생들은 Verification of Practical 
Training Letter(실무 교육 참가 인증서)를 제공해야만 본 보험의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반드시 기존 보험 혜택 만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OPT용 보험을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보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www.4studenthealth.com/mccd를 방문하십시오.

본 문서와 보험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 정책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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