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MEDICAID)는 매년 갱신이필요합니다.  

1 년에 한번 일리노이 주는 여러분이 MEDICAID 혜택을 여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연례 재결정 검토(annual redetermination review)”라는 절차를 실시합니다. 보건 및 

가족서비스 부 (HFS)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정보를 검토하여 의료보험 혜택 수혜자격을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어떻게 언제가 제 MEDICAID를 연장할 시기인지알 수 있나요? 

보건 및 가족서비스 부 (HFS)와 복지서비스 부 (DHS)에서 우편을 받으시자마자 반드시 즉시 

개봉하셔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두 개의 편지가 있는데,첫 번째는당신의 MEDICAID 보험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이고 2주뒤에 발송되는 두 번째편지는 

연장신청서, 지침사항,그리고 신청서 발송 스케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연장하나요? 

1. 요구 증빙서류 등을 포함해서 편지와 동봉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하세요. 

2. 당신의 기록을 위해 신청서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3. 작성완료 된 서류를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로 HFS에 보내세요. 

   1-866-661-7025 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하기 

   HFS 에서 준 봉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넣어 우편발송하기 

   편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메일보내기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1-855-458-4945로 전화하거나WWW.DHS.STATE.IL.US 에 방문하세요. 
본 문서는 HUD 또는 CHA가 발행한 법률 문서의 번역본입니다. HUD 및/또는 CHA는 이 번역을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단순 편의로 제공합니다. 본 문서의 영어본이 공식 법률 규제 문서입니다. 본 

번역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주목하세요 
일리조이주 MEDICAID 수혜자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MEDICAID 혜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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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Illinois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Family Servic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Illinois Medicaid Redetermination

991010101

February 12, 2014 Case ID: 066066010011Y

Dear HH_NAME (NMG_NULL_ENGLISH),

It is time to renew your medical coverage!

It’s time for renewal, also known as “redetermination” or “re-de.”

Here’s what to do:

1. Answer all questions on this form.

2. Make sure all the information is correct. If any information is wrong, cross it out and
write in the correct information.

3. Sign this form at the bottom of page 4.

4. Attach proof documents for income and expenses and other proofs we ask for.

5. Send your signed form and all proofs by February 25, 2014.

Send your form and proofs to us one of these ways:

® Fax your form and proofs to 1-866-661-7025

® Mail your form and proofs in the envelope that we sent you

® E-mail your form and proofs to www.medredes.hfs.illinois.gov

Your medical benefits may end if you do not send your proofs by February 25, 2014.

Call us at 1-855-458-4945 (TTY: 1-855-694-5458) if you cannot send everything on time
or if you have questions. We may be able to help you get the proofs you need.

Thank you,

Illinois Medicaid Redetermination

Questions? Call 1-855-458-4945 (TTY: 1-855-694-5458). The call is free!
Monday to Friday from 7 a.m. to 7:30 p.m. and Saturday from 8 a.m. to 1 p.m.
E-mail us at www.medredes.hfs.illinois.gov or send a fax to 1-866-661-7025.
Tenemos información en español. ¡Servicio de intérpretes gratis!
Llame al 1-855-45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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