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시 무엇을 지참해야 합니까 ?  

MHLA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주

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를 들면 다음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신분 증빙 자료: 

• 운전면허증 또는 개인 신분증(ID)  

• 영주권  

• 외국인 여권 또는 신분증(ID)  

• 학생 신분증(ID)  

• 직장 신분증(ID)  

•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ID)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주 증빙자료 

•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 

• 지난 60일 사이에 받은 공과금 청구서  

• 지난 60일 사이에 받은 귀하 앞으로 온 서신  

• L.A. 카운티에서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최근 증빙 자료  

소득 정보 

• 가장 최근의 급료 명세서(지난 45일 사이에 받은) 사본  

• 귀하의 급료 금액이 적힌 고용주가 작성한 진술문  

• 지난해 세금 신고서  

• 실직 수당, 재향군인 수당, 사회보장금 등의 명세서  

• 기타 소득 정보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오후 5시 사이에 MHLA 가

입자 서비스부, 1-844-744-6452 (MHLA)에 전화합니다.  

My Health LA 란 무엇입니까 ? 

My Health LA 프로그램이란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건

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My Health LA 는 커뮤니티 클

리닉에서 의료서비스 담당 팀이 본 프로그램 가입자들

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가입합니까 ?  

My Health LA Clinic에 직접 방문하여 MHL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 부근에 있는 클리닉을 찾으려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오후 5시 사이에 MHLA 

가입자 서비스부, 1-844-744-6452 (MHLA)에 전화합

니다.  

♦ www.dhs.lacounty.gov/wps/portal/dhs/mhla 를 방문해 

지도와 MHLA 진료소 목록을 찾습니다.  

♦ 사전에 미리 클리닉에 전화해 예약을 하거나 가입합니
다.  

♦ My Health LA 가입 신청은 언제나 무료로 하실 수 있
습니다!  

가입할 때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 

♦ 클리닉의 가입 담당자가 귀하께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질문에는 귀하의 거주지, 가족 수, 귀하의 소

득과 받을 가능이 있는 귀 가족의 소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MHLA 가입 자격은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직 MHLA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됩니

다.  

♦ 가입 절차는 약 1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며, 신청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My Health LA (MHLA)  

에가입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