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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HealthCare Alliance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DC HealthCare Alliance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워싱턴 DC의 거주자 

 21세 이상의 개인 

 Medicaid를 포함한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 

 월간 총 수입이 $1,861.67(개인) 및 $2,521.67(부부) 이하 

 재산이 $4,000(개인) 및 $6,000(부부/가족) 이하인 개인 

 

DC HealthCare Alliance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DC HealthCare Alliance에 가입 신청하기 위한 조건: 

 

 의료 지원을 위한 통합 신청서(D.C Combined Application for Medical Assistance) 

작성 

 DC 거주 사실을 증명 

 수입이나 재산에 대한 증명 

 사회보장 카드가 있을 경우,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제시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있는 경우, 영주권 번호 또는 사회보장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ESA Service Centers에서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직접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Section 3305.1 District of Columbia Register Vol. 58-No. 39 

Sept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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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HealthCare Alliance 가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등록 대행사 사무실: 

6856 Eastern Avenue NW 

           Washington, D.C 20012 

         (202) 639-4030 

1-800-620-7802 및 TTY/TDD  (202)-639-4041 

 
 
 

 사회복지부, 경제 보장 서비스 센터: 

  

 Congress Heights  - 4001 South Capital St., S. W.   

 Fort Davis   - 3851 Alabama Ave., S.E. 

 Anacostia   - 2100 MLK Jr Ave, S.E. 

 Taylor Street   - 1207 Taylor Street, N.W 

 H Street   - 645 H Street, N.E. 

 

 다음의 의료 시설: 

        

 Southwest Health Clinic -  850 Delaware Ave., S.W 

 Upper Cardozo Clinic  -  3020 14
th

 St., N.W 

 La Clinical Clinic  -  2831 15
th

 St., N.W 

 Providence Hospital  -  1150 Varnum St., N.E. 

 Children Hospital  -  111 Michigan Ave., N.W 

 United Medical Center            - 1310 Southern Ave., S.E. 

 

전화나 우편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화로는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직접 인터뷰를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방문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인터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이나 예후를 통해 귀하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음을 의사가 언급한 편지를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이 편지에는 45일의 신청서 제출 기간 또는 90일의 재인증 기간에 직접 

인터뷰를 하기 위해 방문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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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며 나이 때문에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유를 직접 설명한 편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Alliance Program 신청을 한 후 가입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ESA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인터뷰를 마쳤으면 일반적으로 2주 정도 

걸립니다.  

 

자격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6개월 동안 자격이 유지됩니다.하지만 Alliance Program에 계속 가입하려면 재인증/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6개월마다 직접 인터뷰를 하고, 거주 및 수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인증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부의 경제 보장국(ESA)이 재인증이나 갱신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신청자/수혜자 또는 인증된 대리인은 어떻게 면제 신청을 하나요? 

 

장애인이나 환자의 경우, 신청자/수혜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음을 병원이나 의료 전문가가 언급한 후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편지.  

 이러한 요청은 ESA의 의료 평가 팀(Medical Review Team: MRT)으로 전달되며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의 면제를 MRT가 승인합니다. 

 면제 요청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을 받은 후, 수혜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방문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 허용된 6개월 기간은 처음에 12개월의 기간을 할당 받은 Alliance 수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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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2개월의 적용 기간을 부여 받은 수혜자가 계속 자격을 유지하려면 직접 

인터뷰를 완료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호주 또는 

개인은 6개월의 적용 기간을 인증 받습니다. 

 수혜자가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도록 30일 이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국적이 없는 이민자는 외국인을 위한 갱신/재인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DC HealthCare Alliance 를 재인증 받으려면 갱신/재인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를 대신하여 기관이 신청서나 재인증서 양식을 제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옹호자나 기타 단체는 신청자를 위해 최근에 작성한 신청서, 갱신 또는 

재인증 양식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직접 인터뷰는 모든 신청자가 직접 완료해야 합니다.또한 

신청자에게 새로운 요건에 대해 교육할 때 옹호자가 도움을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혜자가 자신의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ESA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이 팩스로 

변경 센터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나요?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신청자는 ESA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수혜자의 주소 변경 정보는 ESA 변경 센터에 (202)-535-1664로 팩스를 보내거나 

(202)-727-6600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A는 추가 기록을 확인하거나 요청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D.C HealthCare Alliance 가입 자격 관련 질문은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Lucy T. Wilson-Kear: (202)-442-8997 또는 이메일 lucy.wilson-kear@dc.gov 

mailto:lucy.wilson-kear@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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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le Lewis: (202)-442-8997 또는 이메일 Danielle.lewis@dc.gov 

Anthony Proctor: (202)-442-9114 또는 이메일 Anthony.proctor@dc.gov 

Richard Walker: (202) - 698-3958 또는 이메일 Richard.walker@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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