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ISHIP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수업 등록 시 ISHIP에 가입합니다. 학생은 
학생 전용/분기별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 당시 연간 보험을 
선택하거나 학생 보험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매 분기 세 번째 주 금요일까지 ISHIP 
플랜을 변경해야 합니다. 

 
ISHIP 보장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트워크 내 클리닉에서 귀하가 $100의 분기별 

본인우선부담금을 지불한 후 대부분의 서비스가 

75%까지 보장됩니다. 캠퍼스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귀하는 75%까지 보장됩니다(분기별 

본인우선부담금은 면제됨). 
 
언제 보장되나요? 
분기  보장 기간 
가을 9월 1일 ~ 1월 5일  
겨울  1월 6일 ~ 3월 29일  
봄 3월 30일 ~ 6월 21일  
여름 6월 22일 ~ 8월 31일  
연간 구매 분기 ~ 8월 31일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최고 수준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 
클리닉을 가십시오. 아래 LifeWise 웹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내 클리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student.lifewiseac.com/uw/ship 

 
클리닉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Lifewise의 
네트워크 내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전 클리닉에 연락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ISHIP 비용은 얼마인가요? 
 
2019~2020학년 ISHIP 보험료는 분기당 

$385입니다. 연간 보험 비용은 간단히 분기별 

보험료 곱하기 총 보장 분기 수입니다. 
 
ISHIP에서 전액 보장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ISHIP는 신체/연간 검사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와 
네트워크 내 클리닉에서 접종 시 HPV, MMR, 독감, 
A/B형 간염, 수막염, TdaP와 같은 많은 백신을 전액 
보장합니다. 
 

ISHIP는 치과 치료를 보장합니까? 
 
예. 귀하가 $25의 연간 본인우선부담금을 
지불한 후 ISHIP는 정기 검사, 스케일링, 복원 
치료 및 사랑니 제거를 플랜 연도별 
$1500까지 보장합니다. 
 

ISHIP는 시력 관리를 보장합니까? 
 
예. ISHIP는 1회 정기 시력 검사를 플랜 연도별 

$150까지 보장합니다. 시력 관련 제품(안경테 

또는 콘택트렌즈)도 플랜 연도별 $150까지 

보장됩니다. 

 
네트워크 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도 보장됩니까? 
 
예. 귀하가 $100의 분기별 본인우선부담금을 

지불한 후 대부분의 서비스가 60%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항상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네트워크 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받기를 권고합니다. 



 

ISHIP는 응급실 방문을 보장합니까? 
 
예. 귀하가 $100의 공동지불금과 $100의 
분기별 본인우선부담금을 지불한 후 ISHIP는 
비용의 75%를 보장합니다. 
참고: 생사가 걸린 상황에만 응급실에 가십시오. 
일상적인 건강 문제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 긴급 
치료 또는 캠퍼스 클리닉에 가십시오. 

ISHIP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래 링크에 약술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iss.washington.edu/health-insurance 
 
 

어떻게 보험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보장이 시작된 후 2~3주 내 보험 카드가 귀하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귀하의 카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ISHIP 
사무실에 stdins@uw.edu로 연락하거나 Lifewise 
Portal 계정에서 새로운 카드를 요청하십시오. 
 
 

약에 대해서 얼마나 지불합니까? 
 
네트워크 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 지불 
금액: 
 

예방 약 $0 
제네릭 약 $20 
브랜드 약 $30 
비처방 약 $45 
특수 약 50%(최대 $150) 
 

의사 진료 후 사항? 
 
진료실 방문 및 ISHIP 보장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혜택 설명서를 우편으로 받을 것입니다.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주로 우편으로) 의사 
사무실로부터 별도의 청구서를 받게 되며, 이후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청구서의 지시사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ISHIP의 내 혜택 전체 목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LifeWise 웹사이트에 있는 2019-2020 혜택 
소책자(Benefit Booklet)에 귀하의 혜택에 대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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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치료, 척추 지압 치료 및 침술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되나요? 
 
예!  플랜 연도별 최대 25회의 
물리 치료 방문을 보장받습니다. 

척추 지압 치료는 플랜 연도별 10회 
방문으로 제한됩니다. 

침술 치료는 플랜 연도별 12회 
방문으로 제한됩니다. 

 
ISHIP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나요? 

 
예!  귀하는 네트워크 내 개인 및 
그룹 치료 방문에 대해 10%의 
공동지불금을 지불합니다. 
네트워크 내 진료에 대해 
본인우선부담금은 없습니다. 

 
각 UW 캠퍼스에도 무료로 단기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공동지불금(Copayment)은 주로 서비스를 
받을 때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지불하는 고정 금액입니다. 

 

본인우선부담금(Deductible)은 귀하의 
보험이 지불을 시작하기 전 귀하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Network Provider)는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ifewise Assurance Company와 계약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보험료(Premium)는 의료 보장에 대해 
귀하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예방 서비스(Preventative Services)는 질환 
또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서비스입니다. 

 

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s)는 
보험 회사가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는지 보여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ISHIP 사무실은 Hall Health Center 내 건강 
증진(Health Promotion) 사무실에 위치해 
있습니다(187B). Hall Health로 들어가서 오른쪽 첫 
번째 사무실입니다. 

 
stdins@uw.ed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6-543-

6202번으로 전화주십시오. 
 
 

 
 
 
구글 지도에서 Hall 
Health Center로 
가는 길: 

스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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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se 포털: 
 

https://student.lifewiseac.com/u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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