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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패밀리케어(NJ FamilyCare)는 뉴저지주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 건강보험으로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저지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P),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이드 확대 주민 (Medicaid expansion populations)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보장 내용보장 내용

뉴저지 패밀리케어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의료보험을 통해 완전한 의료 보장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의사 검진  • 엑스레이 • 안경 • 자폐증 서비스

 • 처방 • 입원 • 정신 건강 서비스 • 지역 조산사 서비스

 • 진단 검사 • 치과 • 전문의 검진 • 개인 간병 지원

자격 대상자:자격 대상자:

자격을 갖춘 모든 연령의 뉴저지주 주민이면 뉴저지 
패밀리케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이, 
부모, 보살핌을 주는 친척, 피부양 자녀가 없는 
성인이 포함됩니다.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최근 연방 
정부 소득 신고서에 보고된 소득과 가구원 수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뉴저지 패밀리케어는 급여 명세서와 같은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소득 자격은 성인에 대한 소득 자격보다 더 
높습니다(도표 참조).

보험료:보험료:

많은 사람들에게는 뉴저지 패밀리케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설정됩니다.   

제한 사항:제한 사항: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NJ 
FamilyCare 가입 자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이민자는 NJ FamilyCare 가입 자격이 되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임산부는 미국 입국 날짜와 관계없이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 성인 이민자는 합법적 거주 상태이면 미국 입국 날짜와 관계없이 가입 자격이 됩니다. 난민, 망명자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합법적 거주자로서 소득이 낮은 19세 및 20세의 이민자도 가입 자격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 방법:더 자세히 알아볼 방법: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면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1-800-701-0710 (TTY: 711)
(다국어 교환원 서비스 이용 가능)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www.njfamilycare.org

NJ FamilyCare는 적용되는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어한국어를 쓰시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1-800-701-0710 (TTY: 711)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최대 월 소득최대 월 소득

20232023년 년 11월 월 11일 기준일 기준

가구원 수와 연방정부 소득신고서에 보고된 월 소득가구원 수와 연방정부 소득신고서에 보고된 월 소득

가구원가구원 수* 수* 자녀자녀
(19세 미만)

부모 및 미혼인 성인부모 및 미혼인 성인
(19-64세)

임산부임산부
(모든 연령)

1 $ 4,314 $ 1,677 $ 2,491

2 $ 5,834 $ 2,268 $ 3,369

3 $ 7,355 $ 2,859 $ 4,247

4 $ 8,875 $ 3,450 $ 5,125

5 $ 10,396 $ 4,042 $ 6,004

6 $ 11,917 $ 4,633 $ 6,882

1인 추가 시 $ 1,521 $ 592 $ 879

*  가구원 수는 부모, 양육자, 21세 미만 혈연관계의 세제상 피부양자녀, *  가구원 수는 부모, 양육자, 21세 미만 혈연관계의 세제상 피부양자녀, 
그 외 동거 중인 세제상 피부양자 등 총인원에 의해 결정됩니다.그 외 동거 중인 세제상 피부양자 등 총인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