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가족 이의제기 권리
귀하는 우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자격 거부, 종료 또는 변경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민간 건강 보험

등록 기간

사전 보험료 세금 공제 (세액 공제 금액 포함)

비용 분담 감소 (비용 분담 감소 금액 포함)

어려움 또는 경제력으로 인한 개별 책임 요건 면제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 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수혜 자격에 대한 결정은 귀하의 가구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DC Health Link ((855) 532-5465)로 전화하십시오.
이의 제기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양식에 나와있는 주소 또는 전화 번호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십시오. www.dchealthlink.com/forms#en|appeals에서 양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DHS) 서비스 센터로 가십시오.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https://dhs.dc.gov/service/find-service-center-near-you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리소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441 4th Street NW, Suite 450-North, Washington, DC 20001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 제기를 하게되면 비공식 검토와 공식 심리 등의 두 일정이 잡힙니다. 비공식 검토는 선택
사항입니다.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공식 심리 날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검토는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를 더 빨리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공식 검토 – 비공식 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은 귀하의 항소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메디케이드 -DC 복지부 (DHS)에서 OARA (Office of Administrative Review and
Appeals)에서 열리는 행정 검토 회의 일정에 대한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회의는 DHS의
심리 심사관과 귀하가 우려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귀하는 스스로를
대변할 수도 있고, 혹은 귀하를 대변할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택하는 경우,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DHS 직원은 귀하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회의에 가져 오십시오. 회의에서 DHS 심리 심사관은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고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회의 후 귀하는 요약본을
포함하여 귀하의 이의 제기에 대해 DHS 심리 심사관으로부터 서면 결정을 받게됩니다.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심리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는 공식
심리입니다.
개인 보험 및 면책 – DC Health Benefit Exchange (DCHBX)의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이
귀하에게 전화하여 이의 제기와 관련된 사실과 그 근거를 논의 할 수 있습니다. DCHBX의
결정. 이 전화는 자발적이며 심리 날짜 1주일 전에 진행됩니다. 귀하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논의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식 심리 – 이의 제기를 제출한 후 2주 이내에 DC 행정 심의실 (OAH)은 귀하의 케이스에서 독립
행정법 판사가 주최하는 심리가 열릴 날짜를 알리는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대면 심리입니다.
심리는 OAH에 연락해 취소하지 않는 한 예정된대로 진행됩니다. 청문회에서 귀하는 직접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증언하도록 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C 기관
담당자는 귀하 (또는 증언하는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DC 기관 담당자는 서류와
증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증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행정법 판사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결정을 설명하는 통지는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또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도움
귀하는 행정 심사 및/또는 심리에서 귀하 스스로 대변하거나 변호사, 가족, 또는 친구가 귀하를
대변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나열된 기관 중 하나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 법률 클리닉
District of Columbia 법률 자문
1525 Seventh Street NW, (202) 265-2400
2041 Martin Luther King, Jr Ave SE,
Suite 201
1640 Good Hope Road SE, (202) 561-8587
1331 H Street NW, Suite 350, (202) 628-1161
노인을 위한 법률 자문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601 E Street NW, (202) 434-2120
680 Rhode Island Ave NE
노숙자를 위한 워싱턴 법률 클리닉
2811 Pennsylvania Ave SE
1200 U Street NW, (202) 328-5500
4609 Polk Street NE, (202) 832-6577

이의제기 중 의료보험 보장
메디케이드 –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고 메디케이드가 종료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하게됩니다. 메디케이드가 종료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 제기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보장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보험료 세금 공제 및 비용 분담 감소 – 이미 플랜에 등록되어 있고 이미 건강 보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고있는 경우, 월 보험료를 제때 지불하는 한 이의 제기 기간 동안 플랜과 비용
절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서 패소하는 경우 경우, 항소 과정에서받은 세금 공제에 대해
연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조기 종료
행정법 판사가 최종 결정을 작성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의 제기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기관이 결정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경우
철회 한 후에도 새로운 결정이 유효합니다. 기관이 결정을 변경하기 이전에 이의 제기를 중지 한 경우
귀하의 이의 제기 통지는 서면으로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