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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이드(PEAK)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 
누가 자격이 되는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33%* 까지의 수입을 가진 가정은 

(2013 년 기준 1 인가정은 $15,000, 4 인 가정은 

$30,000 이하) 메디케이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보건복지부는 약 16 만명이 추가로 

메디케이드에 가입 되리라 예상합니다.  

*연방정부는 5%정도까지 연장해 주므로 138% 

정도까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는 의료보험 개정안으로 인해 2014 년부터  

온라인(인터넷)에서 의료보험을 구입 할 수 있는 곳으로,  2-50 

미만의 직원을 가진 사업체나  의료보험이  없거나  현재 개인 

의료 보험을 가입한 분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이에 해당이 안됩니다.  약 50 만명의 콜로라도 

주민에게 소득에 따라 재정 지원 가능 합니다.  1 인가정의 경우  

연간 소득 $45,960 까지, 2 인 가정은 연간 소득 $62,040 까지, 

4 인가정은 연간 소득 $94,200 까지 보험료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언제 보험 이 시작 되는가? 혜택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미리 가입 신청하신 

분에게 시작됩니다. 

보험혜택은 1 월 1 일 부터 이며 2013 년  12 월 15 일 이전에  가입 

하신 콜로라도 주민 에게 해당됩니다.  

언제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은 2013 년 10 월 1 일 부터 할 수 있으며 

혜택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시작됩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2013 년 10 월 1 일 부터 2014 년 3 월 31 일 까지 

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넥 포 헬스 콜로라도와 

메디케이드(PEAK)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잘 알아 보십시요.    

아래 웹 사이트에서 이에 관련된 많은 정보와 가능한 재정 지원 

혜택에 관한 사항을 알아 보십시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또는 웹 사이트에서 알아 

보십시요:  

www.Colorado.gov/PEAK 
Toll Free: 1-800-221-3943  

TDD(맹인 전화): 1-800-659-2656 

한국어(Korean): 303-954-0058 내선 113  

전자 메일:peter.lee@cahep.org 

 Colorado Alliance for Health Education Practice 

주소: 5250 Leetsdale Dr #110, Denver CO 80246 

www.ConnectforHealthCO.com 
Toll Free: 1-855-PLANS4YOU (855-752-6749) 

한국어(Korean): 303-954-0058 내선 113 

전자 메일: peter.lee@cahep.org 

한국어 안내 센터: Colorado Alliance for Health Education Practice 

주소: 5250 Leetsdale Dr #110, Denver CO 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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