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version on page 11
영문판은 11쪽에 있습니다

가정 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의 공인 가정 관리 도우미로서 여러분들 앞에는 중요한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관리 도우미 인증을
계획하는 일을 도와줄 중요한 날짜가 담긴 권장 시간표입니다.

일

권장 인증 확인 목록

본인의 고용 날짜: ________________

1단계: 배경 조사 및 지문 채취 완료하기
2단계: 본인의 학생 ID 번호 받기: _____________
3단계: 본인의 교육 계정 개설하기 (다음 페이지)
4단계: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 교육 받기 (다음 페이지)
5단계: 고객과의 첫날 준비하기

신청서 마감일 (고용된 지 14일 후): ________________
6단계: 보건부에 신청서 제출하기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표기하십시오: "임시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언어로 인증과 시험을 완료할 시간을 더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단계: 기본 교육을 위해 등록하기
8단계: 기본 교육의 첫날 준비하기

30일-120일째 간의 권장 단계:

9단계: 기본 교육 참가하기

120일째까지: 모든 기본 교육 수업 완료하기

10단계: 시험 준비하기

11단계: 시험 치르기
시험 날짜: ________________
인증 마감일 (고용된 지 200일 후): ________________
12단계: 인증 받기!

200일째까지: 일반 가정 간병인들은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 인증서" 허가를 받는 경우, 추가로 며칠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회원 자원 센터로 1-866-371-32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오전 8시 ~ 오후 6시, 월요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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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seiubenefits.org에서 학습자
계정을 개설하십시오. 그리고나서
본인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My Current Training” 열기

“Launch” 클릭하고 시작하기.
수업은 새로운 창에서 열립니다.

각 수업이 끝난 후 "X" 버튼을 눌러
창을 닫으십시오.

다음 수업을 위해 "Manage
My Training" 화면을 새로고침
하십시오. 모든 수업을 완료하신
후에는, “My Training History”에서
본인의 교육 수료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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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BENEFITS BOOK

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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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안전 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한국어 (KOREAN)

English version on page 16
영문판은 14쪽에 있습니다

영문판은 48쪽에 있습니다
에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on page 58

건강 보험
선택권들
건강 보험
선택권들

SEIU 775 베네핏
메디케이드/
워싱턴 헬스
5 베네핏 그룹 플랜메디케이드/ 애플 헬스
워싱턴 헬스 플랜 파인더
본인부담비용

.

$25/월.

족은 전액
를 부담하는
공자에게만
니다.

애플 헬스

플랜 파인더

가정 수입에 따라 무료.

가정 수입에 따라 무료.

선택한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한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 가족은 전액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장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장합니다.
기관 제공자에게만
배우자와 자녀들을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여됩니다.

보장 범위

플랜

보장합니다.

연속으로 2달 동안 80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보장합니다.

• 가정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

• 고용주를 통한 보험이
자격 충족 되지 않는
경우 보험 거래소에서
• 자격이 있을 때 언제든
구매한 보험의 지원금에
• 가정언제라도
수입에 따라 가입하십시오.
로 2달 동안 80 개인 제공자는
• 고용주를 통한 보험이
자격 충족을 받을 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일해야 합니다.
자격 충족 되지 않는
있습니다.
경우 보험 거래소에서
• 자격이
기관 제공자는
초기있을 때 언제든
2017년 11월 1일부터
구매한 보험의 •지원금에
공자는 언제라도
자격이 처음가입하십시오.
충족된
자격 충족을 받을2018년
수도 1월 15일까지는
수 있습니다. 때나 자격 충족이
일반
신청 기간입니다.
있습니다.
된다면 일반 신청 기간
또는 결혼, 출산, 보험
공자는 초기 때 가입 가능합니다.
• 2017년 11월 1일부터
상실과 같은 “자격 충족

신청하기

처음 충족된
격 충족이
일반 신청 기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정보는 50쪽을
참조하시고 신청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myseiubenefits.org

사건”이 있는 경우 신청
2018년 1월 15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일반 신청 기간입니다.
또는 결혼, 출산, 보험
충족 정보는 워싱턴
자세한
자세한 정보는 상실과
워싱턴 같은 “자격
사건”이
있는
경우
신청
헬스
플랜 파인더
헬스 플랜 파인더
가능합니다.
(www.wahealthplanfinder.org)
(www.wahealthplanfinder.org)
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건 정보는 50쪽을
헬스 플랜 파인더
시고 신청하려면
(www.wahealthplanfinder.org)
방문하십시오:
3
SEIU 775 BENEFITS
GROUP
yseiubenefits.org
를BENEFITS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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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헬스 플랜 파인더
(www.wahealthplanfinder.org)
를 방문하십시오

English version on page 60

저는 SEIU 775 베네핏 그룹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문제 1:

가정 관리 도우미로서 연달아
2개월 이상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예

문제 2:

그 달 동안에, 최소한 매달 80
시간을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예

그래도 Washington 애플 헬스 (메디케이드) 또는
Washington 헬스 플랜 파인더를 통해 건강 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48쪽을 참조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간병인을 위한 SEIU 775 베네핏 그룹 헬스
플랜의 첫 번째 자격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만일 개인 및 기관 제공자로 양쪽 다 일하신다면, 80시간 요건을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을 합하셔도 됩니다.
개인 제공자: www.myseiubenefits.org를 방문하시거나 회원 자원 센터로
1-866-371-3200번으로 전화하여 언제든지 건강 혜택을 신청하십시오.

기관 제공자: 위의 자격요건 질문들을 먼저 충족하실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자격이 있다면, 2018년 7월에 있을 일반 신청기간 동안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7-2018 BENEFIT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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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KOREAN)

건강 플랜 자격요건

한국어 (KOREAN)

영문판은 50쪽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