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건강 보험 자주 묻는 질문과 답 
 
 

 학교 의료보험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의사를 찾습니까? -

의사를 찾으려면 www.fiig-insurance.com 에 로그인하여 보험 플랜의 PPO 네트워크인 

First Choice Health 에 접속합니다.  

 

 보험플랜에 의사 방문은 20 달러 그리고 병원 방문에는 100 달러의 코페이(co-pay)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코페이란 무엇인가요? -코페이란 전체 비용 중 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고 200 만 달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보험 플랜이 회계연도별로 질병 혹은 

상해 당 지불하는 최고 금액입니다. 

 

 학교 건강보험 플랜은 처방약을 보장합니까?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이 

플랜은 외래 처방약의 경우 50%의 처방약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약품 비용을 전액 

지불한 후 보험회사에 처방약 클레임을 제출하여 의약품에 지출한 비용의 50%를 

돌려받습니다. 이 혜택은 의사가 처방하거나 추천한 일반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건강보험 플랜이 임신 및 출산 후 아기에 대해서 보험 지불을 합니까? –신규 보험 

약관에서 보장이 시작된 후 임신하거나 여름 학기 동안 보험을 구매하여 가을 학기에 

돌아와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본 플랜에서 임신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출산 후 아기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 30 일 내에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여 아기를 추가 등록하십시오).  

 

 100%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의사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질문 

#1 에 대한 응답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보험 약관에서 보장이 가능한 서비스인 경우 

100%의 비용이 지불됨을 기억하십시오.  

 

 2016-2017 년 플랜에 장기 이식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Firebird 플랜에서 장기 이식은 보장되지 않으나, 미국에 

http://www.fiig-insurance.com/


영주할 수 있으면, 장기 이식을 보장하는 HealthCare Marketplace 를 통하여 Affordable 

Care Act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이나 상해가 심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매우 큰 의료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까? -지불한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원하는 경우, 플랜은 최대 

90 일까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또는 플랜의 최대 혜택치인 200 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어느 경우든 먼저 도달하는 쪽) 계속 비용을 지불합니다. 

 
 
 

 병이나 상해가 아주 심하면 부모님이 오셔서 본인을 돌볼 수 있습니까? -7 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친구나 가족이 와서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병실 방문 혜택에 대한 추가 

서비스가 플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Assist America 파트너인 Scholastic 

Emergency Services(SES)가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모든 준비는 SES 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 비용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름 동안 휴학을 하고 이 기간에 상해를 입거나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학기 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모든 학생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여름학기 동안 치료받은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하여 선재성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약관 적용 연도에 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모든 학생은 

약관의 선재성 조항을 재충족시켜야 합니다.  

 

추가로, 임신 중이며 여름학기 동안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을 학기에 보험에 계속 가입한 

여학생은 임신/출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학기 동안 보험이 없고 가을 

학기에 재가입한 여학생은 가을 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임신을 한 경우 임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한 요통이 있어 척추지압사나 마시지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플랜 연도당 12 번의 

방문을 모두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이런 유형의 서비스는 의료 

제공자에 따라 비용이 다양합니다.  

 



 친구가 2016 년 가을에 다른 학교에서 이 학교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선재성 

조건에 대한 3 개월의 대기 기간이 이 친구에게 적용됩니까? –Firebird 그룹에 속한 

학교로부터 편입하고 여름 학기 보험을 구매한 경우, 친구는 선재성 조건에 대한 

3 개월의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irebird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학교에서 

편입을 하는 경우, 친구는 선재성 조건에 대한 3 개월의 대기 기간에 적용됩니다.  

 
 
 

다른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까? Firebird Insurance Group 에 206-909-8550 

(WA)/ 503-729-7447(OR)로 전화하거나 admin@fiig-insuranc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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