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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적인 체류 “유자격” 이민자: 예외 대상이 아닌 한 5년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는 5년 의무 기간의 예외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LPR) – 다음 대상을 포함:
			
*베트남 전쟁에서 동남 아시아 지역 군복무자 겸 미국 시민권자에게서 태어난 아메라시안.
•
*난민 – 다음 대상을 포함:
			
*흐몽족(Hmong)과 라오스 고원 지대 민족,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특별 이민자 및
			
*인신 매매 피해자.
•
*망명자.
•
*쿠바/아이티 태생 입국자.
•
*국외추방 또는 퇴거 명령 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
•
가석방자 – 가석방된지 1년 이상 된 사람.
•
특정한 피학대 배우자/자녀 – 다음 대상을 포함:
			여성폭력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라 a 현안 또는 승인된 본인청원의 “일견(prime facie)” 승인에
대한 I-130 통지서를 받은 사람.
•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조건부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	*합법적 영주권자, 가석방자, 또는 피학대 외국인 겸 아래 설명대로 군복무자,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의 가족:
			
*미국 군대에서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 (훈련을 위해 현역 근무 중인 사람은 제외),
			
*명예 퇴역한 미국 재향군인,
			
*1946년 7월 1일 이전에 필리핀 군대에서 군복무한 재향군인,
뒷면에서 계속

			
			

*배우자,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또는 홀아비,
*재향군인 또는 군복무자의 미혼 부양 자녀.

주의: 5년 의무 기간은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해왔으며 최근 5년 내 “유자격
외국인” 지위를 획득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WAC 182-503-0535를 참고하십시오.
주의: 그린 카드의 코드는 LPR의 미국 입국 방식을 나타냅니다. 5년 의무 기간 예외 대상으로서 미국에 입국했고 LPR 지위를 취득한지 아직
5년이 안 된 사람이면 여전히 5년 의무 기간의 예외 대상입니다.
2. 합법적인 체류 “자격 미달” 이민자:
이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위에 열거된 유자격 외국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민권자입니다. 흔한 자격 미달 외국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또는 팔라우의 시민.
•	가석방된지 1년이 안 된 미국 이민자.
•	임시보호상태(TPS) 허가를 받은 이민자.
•	대개 제한된 시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받은 비이민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방문자,
			
 학생, 및
			
 관광객.
•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이며 I-130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피학대 이민자의 다른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피학대
외국인 - WAC 182-503-0530 참조. VAWA에 따라 본인 청원을 했지만 아직 “일견(Prima Facie)” 수혜자격 통지서를 받지
못한 피학대 외국인 - WAC 182-503-0530 참조.
•	지위 조정, 망명, 퇴거 명령 취소, 국외추방 보류, 또는 국외추방 또는 퇴거 명령 보류 신청자.
•	퇴거 명령 취소, 추방유예조치 {*DACA(Deferred Action Childhood Arrival, 어린시절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위한
추방유예조치)는 예외 적용} 또는 국외추방 보류 허가를 받음. (주의: 피학대 외국인으로서 본인청원 승인을 받은 것에 기초해
추방유예조치 허가를 받거나 퇴거명령 취소 허가를 받은 사람을 “유자격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	강제 출국 유예 허가.
•	가족 결합 허가를 받음.
•	“K”, “S”, “U” 또는 “V” 지위는 비자 소유자의 비자 등급을 가리키는 기호이며 등급에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합법적영주권자(LPR)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민개혁관리법(IRCA,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의 사면 프로그램에 따른 합법적 단기 체류자 - INA의 제210항
(“특수 농업 노동자”) 및 제245A항에 따라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
•	보류 명령 허가를 받음.
•	특별 미성년 이민자로서 청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주의 부양 주민”으로 선언되었고 학대, 방치 또는 포기로 인해
장기 위탁 양육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	국외추방 또는 퇴거 명령의 정지.
•	자발적 출국 허가를 받음 - 기간 한정이 있거나 없음
*DACA 지위 취득자는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Apple Health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거나QHP/HIPTC를 통해 건강 보험 상품을
구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음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어린이 및 임산부 애플 헬스, 외국인 응급
의료 프로그램, 메디컬 케어 서비스.
3.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합법적인 성인 영주권자가 Washington Apple Health 성인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려면 5
년간 LPR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5년이라는 연방 대기 기간은 임산부 Washington Apple Health 또는 외국인 응급 의료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Washington Apple Health 프로그램은 매우 특수한 대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엄브렐러(umbrella) 프로그램”입니다.
Washington Apple Health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부분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워싱턴 주의 재정
지원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5년 연방 대기 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예외 대상도 아닌 합법적인 성인 영주권자가 긴급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질환을 갖고 있다면
외국인 응급 의료수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The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은(는) 관련 연방 공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
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55-923-4633
(TTY: 1-855-627-960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