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가입 기간이 필요한 
신청자용 정보 

특별 가입 기간(SEP) 중 보험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등록 자격을 갖추고 보장 자격 취득 증빙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신청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는 증빙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시 문서를 대략적으로 나열한 것이므로 검토하십시오.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장 자격 취득을 증빙하는 문서의 사본을 함께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을 업로드하십시오. 

서면 신청서의 경우 원본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모든 증빙 문서의 판독 가능한 사본을 제출하고 개인 기록이 포함된 원본은 
보관하십시오. 증빙 문서의 각 페이지 상단에 신청자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제공된 정보를 검토한 후 당사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중요한 사실의 고의적인 
해석 오류,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건강 보험의 상실은 보장 자격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장 자격 취득 또는 필수 증빙 문서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담당 보험 설계사 또는 고객 서비스(1-855-383-7247)에 문의하십시오. 

보장 자격 취득 유형별 증빙 문서 
Anthem Blue Cross 보험의 모든 SEP 신청자를 위한 OFF Exchange 

보장 자격 취득 증빙 문서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최소 필수 보험 상실 또는 
상실 예정 : 
부정행위 , 중요한 사실의 
고의적인 해석 오류 또는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최소 필수 보험
상실 

고용 상황의 변화로 인한 최소 필수 보험 상실 : 
고용주가 표시된 기업 공문서 또는 보험 상실 ( 날짜 및 개인 ) 과 최소 필수 보험의 상실 사유 
( 즉,  고용 시간 단축 등 ) 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전 보험회사에서 받은 정보 ( 최근 청구 명세서 , 
신분증 ) 또는 
COBRA 또는 주 이월 보험 혜택의 제공을 알리는 통지서 

 
 부양가족 자격 상실로 인한 최소 필수 보험의 상실 : 

사유 - 사망 : 
고용주가 표시된 기업 공문서 또는 보험 상실 ( 날짜 및 개인 ) 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보험회사에서 받은 정보 ( 최근 청구 명세서 , 신분증 ) 및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 사본 

사유 - Medicare 등록 : 
고용주가 표시된 기업 공문서 또는 보험 상실 ( 날짜 및 개인 ) 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보험회사에서 받은 정보 ( 최근 청구 명세서 , 신분증 ) 및 
Medicare 카드 또는 사회보장국의 승인서 사본 

사유 - 연령 초과 피부양자 : 
고용주가 표시된 기업 공문서 또는 보험 상실 ( 날짜 및 개인 ) 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보험회사에서 받은 정보 ( 최근 청구 명세서 , 신분증 ) 

사유 - 법적 별거 , 이혼 , 동거 관계의 소멸 : 
고용주가 표시된 기업 공문서 또는 보험 상실 ( 날짜 및 개인 ) 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보험회사에서 받은 정보 ( 최근 청구 명세서 , 신분증 ) 및 
이혼 판결문 , 법적 이혼합의서 또는 동거 관계에 대한 공증 / 법적 종료 

COBRA 또는 주 이월 보험 혜택 소진으로 인한 최소 필수 보험의 상실 : 
COBRA 또는 주 이월 보험 혜택의 종료를 알리는 통지서 

Anthem Blue Cross는 Blue Cross of California의 상표명입니다. Anthem Blue Cross와 Anthem Blue Cross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y는 Blue Cross Association의 독립 라이센스 사용자입니다. Anthem은 
Anthem Insurance Compani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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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문서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보장 자격 취득 

새로운 서비스 지역으로의 
영구적 이주 

다음 중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의 기존 주소 및 신규 주소의 문서(고용주 편지 또는 
이전 보험회사의 문서가 없는 경우): 
최근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케이블) 
서명 날인된 주택 임대, 임대 계약서, 모기지 또는 요양원/주거 보조 시설 거주 문서 
새로운 서비스 지역에서의 신청자의 재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 
해당 서비스 지역의 신규 주소지가 적힌 새 운전면허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의 보험 문서 또는 생명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또는 주소 카드의 변경 등 차량등록국(DMV)에서 발송한 우편물 
주 ID 
학교 등록, 성적표 등 공식 학교 문서 또는 주택 공급 문서 
사회보장 증명서 등 본인의 주소로 정부 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나 TANF 또는 SNAP 
기관에서 보낸 통지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 금융 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 
미국 우정국(USPS)의 주소 변경 확인서 
주소가 적힌 급여 명세서 
이름 및 주소가 적힌 유권자 등록 카드 
주소가 적힌 이사 업체 계약서 또는 영수증 
가석방 명령, 방면 명령 또는 주소 증명 등 최근의 방면 또는 가석방을 나타내는 
교정본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받은 문서 
집이 없거나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위치와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가 작성한 편지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에 나열된 문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또는 룸메이트 등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편지 또는 진술서. 이 경우 위에 나열된 문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 비영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공인 신청 카운셀러, 
안내자(navigator) 또는 연방 공인 건강 센터에서 받은 편지. 집이 없는 경우 단기 보호소 
등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받은 편지를 제출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지방 우편물 배달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 문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함께 신청서에 나열된 거주지의 주소(신규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전 주소의 문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이주 전의 거주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서명 부분에 적힌 부모/보호자의 이름이 관련 문서 
상에 표시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 명령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아동 보험을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아동의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 
또는 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함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의 후견인임을 나타내는 법정 후견인 서류 또는 가입자가 
신청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법원 명령. 

아동 전용 보험증권을 신청할 경우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출산, 아동 입양 또는 입양 
아동을 위탁 보호함 

출생: 
부모의 이름, 아기의 이름 및 출생년월이 표시된 병원 또는 소아과 의사가 발급한 출생 증명서 
또는 의료 기록. 참고: 현재 Anthem 가입자인 경우 산모의 출산 보험금 신청이 증빙 서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양/입양을 위한 위탁: 
입양 증명서 또는 신청자가 입양 목적으로 아이를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결혼했거나 보장 자격을 
갖추게 된 동거인이 있음 

결혼 증명서 또는 동거 관계 증명서 

다른 국가 또는 미국 
준주에서 미국으로 이주함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이주 서류(이주일 포함) 및 
다음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주소 문서. 
서명 날인된 주택 임대, 임대 계약서, 모기지 
새로운 서비스 지역에서의 신청자의 재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 
집이 없거나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위치와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가 작성한 편지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에 나열된 문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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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문서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보장 자격 취득 
계속 가족, 친구 또는 룸메이트 등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편지 또는 진술서. 이 경우 위에 나열된 문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 비영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공인 신청 카운셀러, 
안내자(navigator) 또는 연방 공인 건강 센터에서 받은 편지. 집이 없는 경우 단기 보호소 
등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받은 편지를 제출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이름이 표시된 다음 문서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신규 주소 증빙 
문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케이블) 
해당 서비스 지역의 신규 주소지가 적힌 새 운전면허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의 보험 문서 또는 생명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운전면허증 또는 차량 등록증 등 차량등록국(DMV)에서 발송한 우편물 
주 ID 
학교 등록, 성적표 등 공식 학교 문서 또는 주택 공급 문서 
사회보장 증명서 등 본인의 주소로 정부 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나 TANF 또는 SNAP 
기관에서 보낸 통지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 금융 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 
주소가 적힌 급여 명세서 또는 고용주의 편지/고용 계약서 
이름 및 주소가 적힌 유권자 등록 카드 
주소가 적힌 이사 업체 계약서 또는 영수증 

교도소 또는 유치장 
(투옥)에서 출소함 

신청자의 법적 석방일이 표시된 지방, 주 또는 연방 교정본부 또는 교도소의 발행 서류. 

현재 보험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의 사망 

고용주가 표시된 기업 공문서 또는 보험(날짜 및 개인)을 확인하는 이전 보험회사에서 받은 
정보(최근 청구 명세서, 신분증) 및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 사본 

현재 보험증권을 역년 
기준으로 갱신하지 않음 
(1월 1일 이외의 날짜에 
갱신) 

보험(날짜 및 개인) 및 보험 갱신일을 확인하는 이전 보험회사로부터의 정보(최근 청구 명세서, 
신분증, 갱신 안내문) 

건강 보험 발급자가 건강 
보험 계약의 중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함 

해당 회원사가 보낸 편지 및 보험회사 또는 보험거래소의 증빙 서류. 

급성 질환, 중대한 만성 
질환, 임신, 말기 질환, 
출산부터 36개월까지 
신생아 치료 또는 제공자가 
권장 또는 문서화한 수술 
또는 다른 절차의 이행에 
대해 계약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상실 및 제공자가 
건강 혜택 보험에 더 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이전 보험회사 또는 제공자로부터 받은 편지. 

복무를 마친 미 예비군 또는 
복무를 마친 CNG(California 
National Guard) 군인 

복무 종료일이 표시된 제대 확인서. 

보장 자격 취득을 정의하기 
위해 주 또는 연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명시된 기타 
사건 또는 상황 . 

보장 자격이 취득되었다는 사실과 취득일 및 모든 관련 신청자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출처(예: 
고용주,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발송한 편지 또는 기타 증빙 문서 같은 공식 양식. 

직원 및 ICHRA(Individual 
Coverage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또는 
QSEHRA(Qualified Small 
Employer Health 

ICHRA 또는 QSEHRA 제안서의 사본. 

3/4 



증빙 문서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보장 자격 취득 

Reimbursement 
Arrangement)를 처음 
이용하거나 과거 QSEHRA 
또는 ICHRA를 이용했거나 
그 제안을 받았으며 보장을 
중단(또는 거절)했다가 
고용주의 연례 가입 허용 
기간 중에 또는 직원이 보장 
자격이 있는 다른 직원 
등급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제안을 받은 그 부양가족. 

신청자가 본인이 최소 필수 
보험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직전 
기간 동안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신청자가 본인이 최소 필수 보험을 갖고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 직전 가입 기간 동안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료 서비스 부서 또는 교환 부서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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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청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개인 신청서 
Anthem 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 
본 양식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1 (877) 212-1796 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은 그 분들께 먼저 

연락하십시오. 

본 양식 소개 

이 양식은 신규 의료 보험을 신청하거나 기존의 Anthem Blue Cross(Anthem) 보장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 

보험 보장을 신청 또는 변경하실 수 있는 시기 : 
1. 연례 공개 가입 기간 중 

보장 혜택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 보장 혜택이 개시될 수 있는 가장빠른 시점은 1 월 

1 일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 11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보장은 1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 
• 12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보장은 2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 

2. 자격  검증  때문에  특별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본 양식의 작성이 끝나면 부록 A: 특별 가입을 작성하십시오 . 여기에는 자격 검증 및 보장 시작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양식 작성 관련 팁 

• 모든 문항에 답변하십시오 . 파란색 또는 검정색 잉크만 사용해 정자체로 작성하십시오 . 
• 모든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 
• anthem.com/ca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 보험 및 가입에 대한 상세정보는 상품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양식 사본이 없으십니까 ? 대리인에게 문의하거나 당사로 

연락하십시오. 
•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주치의 (PCP)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anthem.com/ca 에서 해당 보험의 의사 명단을 확인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 연락해 주십시오 . PCP 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저희가 대신 댁에 있는 가까운 의사를 선택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지급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 첫 번째 달의 보험료 지급 사항이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이 지급 사항이 없으면 귀하의 등록이 
지체됩니다 . 하지만 가입을 완료할 때까지 귀하의 카드로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 수표 또는 머니오더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 

2. 제  사회보장번호( SSN) 는  왜  필요한가요?   
국세청(IRS) 에서  이  번호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번호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  
귀하가  당사의  건강저축계좌( HSA)  호환  플랜에  등록되어  있다면  당사의  HSA  은행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Anthem Blue Cross 는 Blue Cross of California 의 상표명입니다 . Blue Cross Association 의 독립 라이선스 사용권자입니다 . 
Anthem 은 Anthem Insurance Companies, Inc. 의 등록 상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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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개인 신청서 
이 신청은 왜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




자유 가입 

특별 가입 기간 (부록 A 도 반드시 작성 ) 

신규  보장 





보장  변경 

기존  보장에  따라  추가 

가입자 

ID  번호 __________________ 

1 단계: 가입 신청자 정보 
주 신청자 

성(법적 이름 ) 이름(법적 이름 ) 중간이름 이니셜 사회보장번호(SSN) 
- -

혼인  여부  
   독신 결혼 동거 

성별 

남  녀 

생년월일(월/일/년) 
/ / 

카운티(자택  주소 )  

자택 주소( 사서함 박스 불가 ) 시  주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선택 항목 — 자택 주소와 다른 경우 ) 시  주 우편번호  

우편 주소( 선택 항목 — 자택 주소와 다른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저와  등록된  피부양자가  전자적으로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합니다 .  본  통신문에는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ID  카드, 계약서  또는  보험  증권 ,  청구서  발부 ,  보험금  내역  설명 ,  취소  및  갱신을  포함한  필수  통지 ,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맞춤형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제  플랜의  디지털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anthem.com/ca 또는  Anthem  
모바일  앱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Anthem 에  최신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본인과  가입된  제  피부양자는  
anthem.com/ca 로  이동하거나  본인의 ID  카드에  있는  가입자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여  이메일  주소 ,  통신문  기본  설정을  업데이트하고  자료의  
무료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주요  전화번호  신청자는  영어로  말하거나 ,  읽거나,  씁니다. 
신청자가  영어로  말하거나 ,  읽거나 ,  쓰지  않을  경우 ,  통역사가 "책임 

선언문"(부록  B)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선호하는  서면  언어  











영어(ENG) 스페인어(SPA) 중국어(ZHO)(C/M) 
한국어(KOR) 타갈로그어(TGL) 베트남어(VIE) 
기타(기재하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호하는  구두  언어  영어(ENG) 스페인어(SPA) 중국어(ZHO)(C/M) 
한국어(KOR) 타갈로그어(TGL) 베트남어(VIE) 
기타(기재하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CP PCP ID 기존  환자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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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동거자 

성(법적 이름 ) 이름(법적 이름 ) 중간이름 이니셜 사회보장번호(SSN) 
- -

신청자와의 관계 

배우자 동거자 

성별 

남 녀 

생년월일(월/일/년)  
/ /

PCP PCP ID 기존 환자 

예 아니요 

       

   

       
   

  
  

 
       

    
  

                   
                 

 

       
   

  
   

 
       

    
  

 

       
   

  
    

 
       

    
  

                

       
   

  
    

 
  

 
     

    
  

   

 

   

 

   

 



   

 

  

피부양자  자녀는  26 세  이하여야  합니다 .  
26 세 이상의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립이 불가능한 부상 , 질병 또는 증상으로 자립 능력을 상실했으며 보험 가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초과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려면 피부양자의 보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 

성(법적 이름 ) 이름(법적 이름 ) 중간이름 이니셜 사회보장번호(SSN) 
- -

신청자와의 관계 

자녀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녀 

생년월일(월/일/년)  
/ / 

PCP PCP ID 기존 환자 

예 아니요 

피부양자 

성(법적 이름 ) 이름(법적 이름 ) 중간이름 이니셜 사회보장번호(SSN) 
- -

신청자와의 관계 

자녀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녀 

생년월일(월/일/년)  
/ / 

PCP PCP ID 기존 환자 

예 아니요 

피부양자 피부양자가 더 있는 경우 여기에 체크표시 하십시오.  본 페이지의 사본을 또 한 부 인쇄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 

성(법적 이름 ) 이름(법적 이름 ) 중간이름 이니셜 사회보장번호(SSN) 
- -

신청자와의 관계 

자녀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녀 

생년월일(월/일/년) 
/ / 

PCP PCP ID 기존 환자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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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Medicare 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  아니요 예 '예'인  경우  누구입니까?   

신청자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된 (출소까지 60 일 이상 남음 ) 사람이 있습니까 ?(단순 기소 유예 아님)  
 

 

아니요 예 '예'인  경우  누구입니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립이 불가능한 부상 , 질병 또는 증상으로 자립 능력을 상실한 26 세 이상의 자녀로서 이 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자녀가 있습니까 ? 
아니요 예 예로 답한 경우,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별도의 장애가 있는 

피부양자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상자에 체크표시를 하면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2 단계: 어떤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의료 보험 

의료 보험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EPO 상품을 선택하신 경우 1 단계에서 반드시 PCP (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의료 보험 신청자는 가입하려면 반드시 Alameda, Alpine, Amador, Butte, Calaveras, Colusa, Contra Costa, Del Norte, El Dorado, Glenn, Humboldt, 
Imperial, Inyo, Kern, Lake, Lassen, Marin, Mariposa, Mendocino, Merced, Modoc, Mono, Monterey, Napa, Nevada, Placer, Plumas, Sacramento, 
San Benito, San Francisco, San Joaquin, San Luis Obispo, San Mateo, Santa Barbara, Santa Clara, Santa Cruz, Shasta, Sierra, Siskiyou, Solano, 
Sonoma, Stanislaus, Sutter, Tehama, Trinity, Tulare, Tuolumne, Ventura, Yolo 또는 Yuba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 
Anthem Bronze 

60 D EPO (658Q) 
60 D HDHP EPO (658P) 
Pathway EPO 6500 (658J) 
Pathway EPO 7000 (658F) 
Pathway EPO 7300 (658H) 

Anthem  Silver  
70 Off Exchange EPO (658E) 

Anthem Gold 
80 D EPO (658K) 

Anthem Platinum 








  



   







90 D  EPO  (658S) 

Anthem Catastrohpic 별도의  자격  적합  사항이  없는  한  30세  이하의  신청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Minimum Coverage  D  EPO  (658N) 

의료 보험 

의료 보험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HMO 상품을 선택하신 경우 1 단계에서 반드시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PCP)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료 보험 신청자는 가입하려면 반드시 Fresno, Kings, Los Angeles East, Los Angeles West, Madera, Orange, Riverside 또는 San Bernardino. 
Anthem Bronze 

60 D HMO (658T) 
Anthem Silver 

70 Off Exchange HMO (658G) 
Anthem Gold 

80 D HMO (658L) 
Anthem Platinum 

90 D HMO (658R) 
Anthem Catastrophic 별도의  자격  적합  사항이  없는  한  30세  이하의  신청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Minimum Coverage D HMO (658M) 

건강저축계좌(H SA) 등록 HSA 호환 보험을 선택하셨다면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본인은  Anthem 이  자사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HSA 개설을  촉진할  것을  요청하며 , 해당  거래의  일환으로  Anthem 이  본인의  이름,   SSN  및 

청구  데이터는  물론  해당될  경우  본인의  HSA 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의  피부양자의  데이터까지  공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Anthem 에게 본인의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HSA 개설을 촉진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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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 보장 현재 의료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가 1 명 이상임 (아래에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 

보험 대상자 이름 (성, 이름, 중간이름) 보장 유형 보험사 이름 보험 ID 번호 
보장일(해당될 경우 ) ( 월/일/년) 
종료일(보장 종료일과 다른 경우 ) 

단체 



















개인 

시작:  
종료: 
종료일:  

단체 

개인 

시작: 
종료:  
종료일: 

단체 

개인 

시작: 
종료:  
종료일: 

단체 

개인 

시작: 
종료:  
종료일: 

단체 

개인 

시작: 
종료: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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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내용을 읽은 후 서명하십시오
 
중요 법적 사항 

전체 신청자 

본인은 이 문서에 서명한 서명자로서 본인이 가입한 Anthem 플랜/보험에 따라 네트워크 외부 병원이나 의사를 이용할 경우 네트워크 
소속 병원이나 의사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함을 이해합니다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이용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경우의 비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 서비스부에 1 (855) 383-7247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HIV 검사  금지: 
  
캘리포니아 법률은 의료보험 가입 조건으로서 보험사가 HIV 검사를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다음을 이해합니다 :
 
• 본인은 이 신청서와 첫 번째 보험료를 함께 제출하지만 이것으로 보험 가입이 승인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본 양식의 2 단계에서 본인이 선택한 보장을 신청합니다 .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Anthem 은 이 신청서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인의 신청이 거절될 경우 , 본인의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으며 , 머니오더로 지불한 경우 , 
환불됩니다 . 

• 본인이나 피부양자의 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인은 시기 적절하게 Anthem 에게 알릴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 

• 당좌 예금 지불은 ACH(Automated Clearinghouse) 직불 거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즉, 수표로 지불했을 경우 종이 수표는 파기되고 
은행 명세서에 직불 결제 내용이 표시됩니다 . 본인의 수표는 해당 금융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반송됩니다 .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려고 자동 이체 프로세스에 등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전자식 결제는 잔고 부족으로 재전송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좌 예금 거래는 안전하며 수표를 이용해 지급할 경우 ,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 

• 본인은 Anthem 과 본인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 및 /또는 모니터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은 Anthem 및 그 계열사가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 및 /또는 사전 녹음된 메시지를 사용해 이 
신청서에 포함된 전화 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혜택에 대한 소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 

• 본인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보험이 아닌 개인 의료 및 /또는 치과 보험 및 /또는 안과 보험을 신청하며 , 모든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모든 보험료가 제때 납부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 
• 본인은 이 신청서에 열거된 각각의 사회보장 번호가 올바름을 보장합니다 . 
• 본인의 동거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거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보장됨을 이해합니다 . 
• 본인은 중요한 법률 정보 섹션을 읽었으며 보장 조건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은 본인이 아는 한 
사실이고 정확하며 , 이를 바탕으로 Anthem 은 신청서 수락 여부를 결정함을 이해하였습니다 . 이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기만적이거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 보장 혜택이 거부 ,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Anthem 이 보장한다면 본인과 적격 피부양자와 본인을 대신해 이렇게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 본인은 피부양자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신청자가 이 신청서를 Anthem 에 제출한 후에는 Anthem 의 승인과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멤버십 철회 

모든 18 세 이상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 : 본인은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질문에 최대한 
진실되고 완전한 답을 제공했으며 , 본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에 있어 모든 답이 중요하며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본 

신청서 상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공되는 본인이 아는 정보를 모두 반드시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본인의 응답을 
통해 제공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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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청자는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 : 본 신청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피부양자로 18 세이상인 자는 모두 본 

신청서를 읽었으며 , 본인이 아는 한 본 신청을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아래와 같이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 또한, 
본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 , 본인은 본인의 18 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본 신청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신청자에 대한 정보는 
모두 진실되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 

본인은 본인의 플랜 /보험이 철회되었을 경우 그러한 결정의 근거와 본인의 이의 제기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받게 됨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보장 혜택을 위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 또한, 본인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Anthem Blue Cross 가 본인을 대신해 납부한 일체 서비스에 대한 대금에서 Anthem Blue Cross 가 납부한 본인의 
의료 비용을 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 

구속력 있는 중재 요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분쟁  또는  계약과  관련된  기타  문제,   의료  사고  청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입자와  
ANTHEM  BLUE CROSS  사이의  모든  분쟁은  분쟁  금액이  소액  청구  법원의  법적  한도를  초과하며,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연방법  및  주  법률에  따라  분쟁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  대상이  되는  소액  청구  법원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청구에  대해  캘리포니아  의료  및  
안전법  1363.1 절  및  보험법  10123.19 절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의료  서비스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서비스가  불필요하거나  허락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거나,  태만하거나,  부적격하게  
제공된  경우,   소송이나  법원  절차가  아닌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허가되거나  제공된  중재를  통해  해결하며  캘리포니아법이  중재  절차  검토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계약의  양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심원단  앞에서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며  대신  중재를  사용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가입자와  
ANTHEM  BLUE CROSS 는  이  중재  조항에  구속됨에  동의합니다.   신청자는  주법률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분쟁이  중재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  및  전문직법 17200 항에  따른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   일반  재판에  대한  권리는  모두  가입자가  포기함을  
이해합니다.  귀하의  계약이  45 CFR  147.136 을  따를  경우,   본  계약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불리한  혜택  결정의  내부  및  외부  검토에  
대한  귀하의  어떤  권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집단  소송  포기를  포함한  이  중재  조항의  집행은  연방  중재법( FEDERAL ARBITRATION 
ACT, FAA) 의  주법률에  대한  선취권  영향을  포함하여  FAA 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자가  서명하고,   이름을  아래에  적거나  입력함으로써  
신청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며  귀하가  서명하고  기입한  이름은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지는  서명임을  이해합니다.   

아래에 서명해 주십시오 

신청자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 ) 날짜(월/일/년) 

배우자/동거자(또는 법적 대리인 ) 날짜(월/일/년) 

부양 자녀 (18 세 이상 ) 날짜(월/일/년) 

부양 자녀 (18 세 이상 ) 날짜(월/일/년) 

부양 자녀 (18 세 이상 ) 날짜(월/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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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또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 

예 아니요 예인 경우 이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 

에이전트(또는  중개인)   증명  모든  필드는  필수  항목입니다 .  

본인은 본인의 지식과 범위 내에서 여기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 
본인은 이 신청자와 전화 , 이메일 또는 면담을 통해 연락한 적이 없으며 , 신청자가 신청서의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보, 조언 또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 본인이 아는 한 이 신청서의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 본인은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신청자는 설명을 이해했습니다 . 

고지  사항: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1389.8(c) 절/보험법  10119.3 절에  따라  최고  $1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중개인 서명 날짜(월/일/년) 

에이전트 이름( 정자체로 기입해 주십시오 ) 

*(A) 발행 에이전트 TIN/SSN(암호화된 TIN 도 무관 ) **(B) 문서 작성 에이전트/ 기관 TIN(암호화된 TIN 사용 가능)  

에이전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에이전트 전화번호 에이전트 팩스번호 에이전트 이메일 

*필드  (A)  —  다이렉트  에이전트는  문서  작성  에이전트  TIN/SSN 을  입력하십시오 . ** 필드  (B)  —  작성  에이전트  없이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필드  (A) 와  (B) 에  보험  판매  에이전트를  입력하십시오 . 문서  작성  에이전트이며  기관을  통해  보험을  판매한  경우 , 필드  (A) 에 
문서  작성  에이전트  TIN/SSN 을  입력하고  필드  (B) 에  판매  기관  TIN 을  입력하십시오 . 

다음 단계 .
 
1) 

	 

	 

몇 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읽을 수 없거나 누락된 경우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귀하의 이름과 주소는 명확하고 완전합니다 . 
• 귀하는 첫 달 보험료 납부를 포함시켰습니다 . 
• 보장을 신청하는 18 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 에이전트가 없어도 이 페이지를 포함하여 신청서의 모든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 
• 자격 검증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라면 '부록 A: 특별 가입 . 

2) 모두 잘 되었습니까 ? 이 신청서를 Anthem Blue Cross, P.O. Box 659960, San Antonio, TX 78265-9146 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팩스 1 (800) 848-2512 번으로 보내 주십시오 . 

3) 몇 주 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그 전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1 (855) 383-7247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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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특별 가입 
자격 검증에 따라 보장 혜택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이 섹션도 기입해 주십시오 . 

자격 검증일 

자격 검증일( 월/일/년) 
/ / 

보장  상실의  경우 ,  기존의  보험  또는  이전  보험의  종료일이  됩니다 .  기타  모든  이벤트의  경우  자격  
검증을  기준으로  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 

다음 사항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한 후 60 일 이내에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검증 효력발생일 

 1. 결혼 또는 동거 

보험 보장을 받게 되는 혼인 또는 동거 (자격에 대한 설명은 3 단계 참조 ).  

작성한 신청서를 수령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 































2. 출산 또는 입양 

출산, 입양 또는 입양을 위한 아동 위탁 

효력 개시일 선택 : 
자격 검증일과 동일 

작성한 신청서를 수령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 

작성 완료된 신청서가 당사에 접수된 날짜 기준 * 
검증일 다음 달의 첫 번째 날 

3. 법원 명령 또는 후견인 

법원 명령으로 양육비 명령을 포함한 적격 자녀에 대한 보험을제공해야 

하며 후견인 지명 신청서 접수를 해야 함 . 

효력 개시일 선택 : 
자격 검증일과 동일 

작성 완료된 신청서가 당사에 접수된 날짜 기준 * 

4. 사망 

현재 보험에 가입된 가족의 사망 

효력 개시일 선택 : 
작성한 신청서를 수령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 

작성 완료된 신청서가 당사에 접수된 날짜 기준 * 

5.이전 의료 보험사와의 문제 

건강 보험사가 건강보험 계약의 중대 조항을 위반한 경우 

6.가입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중단 

보험법 10965 절 또는 보건안전법 1399.845 절의 보건안전법 § 1373.96(c) 에 

명시된 증상 (급성 증상 , 심각한 만성 증상 , 임신, 말기 질병 , 출생에서 

36 개월까지의 신생아 관리 , 서비스 제공자가 권장하거나 기록한 수술 또는 

기타 처치 )에 대해 정의된 다른 건강 보험에 소속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 해당 건강 보험과의 제휴를 중단한 경우 . 

7.군복무 종료 

미국 법전 타이틀 32 에 따라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미군 예비군 일원 또는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일원 

8.이전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 

당사자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혜택 보험과 관련하여 또는 

보험거래소 외부에서 제공되는 건강 혜택 보험과 관련하여 거래소에서 

당사자가 최소 필수 보장에 따라 보장을 받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등록 기간 직전에 건강 혜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작성 완료된 신청서가 당사에 접수된 날짜 기준 * 

*  보장일을  전체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할  경우 , 
• 해당 월의 1 일부터 15 일 사이인 경우 보장은 다음 달 1 일부터 개시됩니다 . 
• 해당 월의 16 일부터 마지막 날사이인 경우 보장 혜택은 다다음 달 1 일부터 발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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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증 효력발생일 

9. 기타  자격  검증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이  없는  경우  에이전트 /중개인에게  연락하거나
 

당사로  전화해  주십시오 .  당사는  주  및/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정의되어
  
있는  검증만을  바탕으로  가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의견

작성 완료된 신청서가 당사에 접수된 날짜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주요 날짜에 대한 자격 검증 기준으로 이전 60 일 또는 이후 60 일 이내에 보장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 

자격 검증 효력발생일 

10. 보험 보장 상실 : 
최소 기본 보험의 상실 또는 상실 예정 : 보험의 비자발적 상실 (최소 기본 

보험의 상실에는 법적 별거 , 이혼,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최고 

연령에 도달하는 등이 포함됨 ) 피부양자 자격 중지 , 직원 사망 , 해직, 근무 

시간 단축 , 영구 이주 등 . 보장 자격 상실에는 직원이나 피부양자의 보험료 

연체로 인한 자격 상실 또는 이로 인한 보장 취소가 원인이 된 자격 상실이 

포함되지 않음 (보험과 관련된 허위 청구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 ). 

작성한 신청서를 수령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 

11. 영구적인 이주 











외국 또는 미국령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 

(미국 내) 에서 새로운 서비스 지역으로 영구 이사.  

12. 비 캘린더 갱신 

현재 보험을 달력 기준의 연도 단위로 갱신하지 않음( 1 월 1 일이 아닌 

날짜에 갱신 ) 

13.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석방( 감금) 

작성 완료된 신청서가 당사에 접수된 날짜 기준 * 

14. ICHRA 또는 QSEHRA 
고용주의 연간 자유 가입 기간 동안 또는 직원 상태의 변경으로 인해개별 

보장 건강 환급 약정 (Individual Coverage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적격 소규모 고용주 건강 환급 약정 (Qualified Small Employer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QSEHRA) 에 대한 이용을 받거나 

획득한 경우 

작성된 신청서가 자격 검증일 전에 당사에 접수된 경우 : 
• 보장은 자격 검증이 해당 월의 첫 번째 날에 발생할 

경우 자격 검증일 당일부터 발효됩니다 . 
• 보장은 자격 검증이 해당 월의 첫 번째 날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격 검증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됩니다 . 
자격 검증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신청서가 당사에 

접수되었을 경우 : 
• 보장은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첫 번째 날부터 

발효됩니다. 

* 보장일을  전체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할  경우 , 
• 
 

해당 월의 1 일부터 15 일 사이인 경우 보장은 다음 달 1 일부터 개시됩니다 . 
• 해당 월의 16 일부터 마지막 날사이인 경우 보장 혜택은 다다음 달 1 일부터 발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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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 ! 약간의 정보만 추가하면 됩니다 .
 
자격 검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 (예: 고용주, 주 또는 연방 기관 )의 서신 또는 공식 양식과 같은 대부분의 자격 검증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영향을 받는 모든 신청자의 이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장이 상실되어 
신청할 경우 , 보장이 상실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며 증빙 서류도 동봉해야 합니다 .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기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이나 에이전트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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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책임 선언문
 

책임  선언문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기입해 주십시오 . 

참고: 통역사가 신청자를 위해 신청서를 번역하려면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아래 이름의 신청자를 위해 본 개인 신청서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 
신청자가 영어를 읽지 못함 

신청자가 영어로 말하지 못함 

신청자가 영어로 쓰지 못함 

신청자의 영어 능력이 제한적임 

기타(상세 기재) 

본인은  본  양식의  내용을  통역했으며 ,  다음의  개인이  공개한  개인정보  및  의료  기록을  수집하여  본인이  아는  한  모두  열거했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  또는  다음의  개인 : 

통역한 언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기타 언어

본인은 또한 "중요한 법률 정보" 와 "지불 방법" 에 대해 통역하고 완전히 설명했습니다 . 

통역사 서명( 필수) 날짜(월/일/년)( 필수) 

본인은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필수) 날짜(월/일/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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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신청서지불방법

신청자/가입자 이름 주요 신청자 사회보장번호

신청자본인은 Anthem에 월 보험료를지불할책임이있습니다. 본인은 Anthem이 보험 보장이승인된날또는그이후에제
1회 보험료를 기재된 은행 계좌에서 자동인출하거나신용/직불 카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본 청구서에
서명함으로써, 아직 보험 보장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제1회 보험료는 안내된 금액에서 변경될수있음을이해합니다.
또한 아래의옵션 1 또는 옵션 2를 선택한경우, 향후 보험료는가입당시피부양자의추가및삭제, 거주지 이전, 보장 범위
변경및/또는플랜/약관에따라고지된Anthem에의한변경사항을포함하지만이에국한되지않는변경사항에따라달라질
수있음을이해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자동인출 날짜에 근접해이루어진경우, Anthem은 인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지못할수있음을이해합니다.인출/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Anthem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요금을지불하는것에동의합니다.월보험료가일정비율로증가하는경우, Anthem은 자동 납부를 중단하고 본인에게
통지서를보냄을이해합니다. 월 보험료 자동 납부를 재시작할 수 있는옵션을가집니다.

 

모든플랜에대해월보험료를지불하는방법을선택하십시오. 옵션 1, 옵션 2, 옵션 3에 대한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옵션 1 은행 계좌 승인: 제1회 및 향후 월 보험료는 은행 계좌에서자동으로공제됩니다.
모든월보험료는아래에서확인한은행계좌에서인출됩니다.

 

당좌예금: 법인 개인
예금 계좌: 법인 개인
요청하는은행계좌의인출일을입력하십시오 (매월
1일에서 6일).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월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인출됩니다.
수표에있는라우팅번호및계좌번호를이곳에기입하십시오.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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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3456789 |: 1234567890123 1175

9-digit bank routing number Bank account number 

본인은월보험료지불을위해위에기재된은행계좌에서 Anthem이 매달 자동인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본인은
Anthem이각인출을처리할때,본인이서명한수표를처리할때와같은방식으로금액을인출할권리를갖는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은 월 보험료가 설정한 날 또는 그 후 3 영업일 이내에 납부됨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Anthem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고이전인출을정정할 수있도록승인합니다. 이 승인은 30일전에사전서면통지를보내 Anthem이본인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더 이상원하지않음을알릴때까지유효합니다. 본인은 은행이 어떤 이유로든 계좌에서 Anthem의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월 보험료 자동 납부는 자동으로 삭제되며우편으로청구될것임을이해합니다. 월 보험료가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Anthem은 자동 납부를 중단하고 본인에게 통지서를보냄을이해합니다. 월 보험료 자동 납부를
재시작할 수 있는 옵션을가집니다.

승인 서명 (은행 기록상의 서명과 동일) 은행계좌소유자의이름(정자체,계좌상의이름과동일) 날짜(년/월/일)

옵션 2 신용/직불 카드 승인: 제1회 및 향후 월 보험료는 신용/직불 카드로 자동 청구됩니다.
아래의정보를기입하십시오
요청하는신용/직불 카드의 청구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매월 1일에서 6일).

본인은월보험료납부를위해아래에기재된신용/직불카드로 Anthem이매달자동청구할수있도록승인합니다. 본인은
월보험료가설정한날또는그후3영업일이내에납부됨을이해합니다.본인은30일전에사전서면통지를보내Anthem이
본인의신용/직불카드로청구하는것을더이상원하지않음을알릴때까지 Anthem이신용/직불카드로청구할수있도록
승인합니다. 본인은 신용/직불 카드로 청구된 월 지불액을 받는 Anthem은 은행이 부과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없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신용/직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월 보험료 자동 납부는 자동으로 삭제되며우편으로청구될
것임을이해합니다. 월 보험료가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Anthem은 자동 납부를 중단하고 본인에게 통지서를보냄을 이해합니다. 월 보험료 자동 납부를 재시작할 수 있는옵션을가집니다.
Anthem은 Visa 또는 Mastercard를 허용합니다(신청자 참고 사항: 한 가지에만 체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번호
만료날짜 (월월/년년)

본 신용/직불 카드에 대한 청구지 주소 시 우편번호

승인서명(카드상의 서명과 동일) 카드 소유자의 이름 (정자체, 카드상의 이름과 동일) 날짜
(월월/일일/년년)

옵션3첫번째월지불액한정에대해2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제1회월보험료를지금보내시고향후월보험료에
대해서는매월청구서를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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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신청서지불방법

신청자/가입자 이름 주요 신청자 사회보장번호

옵션 3 제1회 월 보험료 한정: 제1회 월 보험료를 지금 보내시고 향후 월보험료에대해서는매월청구서를
받으십시오.
아래에서제1회 월 보험료에 한정하여 납부하시려는방법한가지를선택하십시오.
수표(신청서와 함께 종이 수표 동봉) 전자 수표(아래의 A섹션 작성) 신용/직불 카드(아래의 B섹션 작성)

A. 전자수표:종이수표를보내는대신에, 보험 보장이 승인된 날 Anthem이 제1회 보험료 납부를 위해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직접돈을인출할수있는전자수표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은행에서 수표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정보를 파일에 보관하거나 향후지불에대해사용하지않습니다.) 본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계좌 소유자 이름(정자체) 라우팅 번호 계좌 번호 제1회 보험료
$

B. 신용카드승인:본인은 Anthem이 제1회 월 보험료를 아래에 기재된 신용 또는직불카드로한번청구할수있도록
승인합니다. 본 지불액은 본인이 Anthem에서 소유하는 모든 플랜에 대한 첫 번째월지불액을포함합니다.
Anthem은 Visa 또는 Mastercard를 허용합니다(신청자 참고 사항: 한 가지에만 체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번호
만료날짜 (월월/년년)

본 신용/직불 카드에 대한 청구지 주소 시 우편번호

본인은 Anthem이제1회 월 보험료에 한해위의기재된은행계좌에서인출하거나신용/직불 카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본인은더이상보험보장을지속할수없더라도전자수표또는신용/지불카드의승인거절로인해은행이부과할수있는
비용에대해 Anthem이 지불할의무가없음에동의합니다. 본인은이것이일회성지불이며제1회 보험료납부이후본인이
Anthem에 향후 월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이해합니다.

승인서명(은행 계좌/카드상의 서명과 동일)

X
은행계좌/카드 소유자의이름 (정자체, 계좌/카드상의
이름과 동일)

날짜
(월월/일일/년년)

Anthem Blue Cross는 Blue Cross of California의상표명입니다. Anthem Blue Cross와 Anthem Blue Cross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y는 Blue Cross Association의독립라이센스사용자입니다. Anthem은
Anthem Insurance Compani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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