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한국 학생 & 부양가족 건강 보험 신청 안내 

 

1. Fuller.edu/students 접속 

www.fuller.edu/students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학교건물 모양의 Register for Classes 를 클릭합니다. 

학생 ID 로 록인하지 않았을 경우 로그인 페이지로 Redirect 됩니다. 

안내에 따라 로그인하시면 등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fuller.edu/students


 

 

 

2. Enroll or Waive Health Insurance 를 선택 

 

 

Step 4 를 선택하십시오.  

3. 학생 보험 가입신청 

 

 첫번째 스크린 

 

- 보험 해당 학기를 선택하십시오 

(가을, 겨울, 봄, 여름) 

 

 

 

 



 

 

 

두번째 스크린 

- Fuller students residing in Southern California and enrolled in a full-time residential 

program at the Pasadena campus are required to maintain appropriate health insurance.  

- You can meet this requirement by either purchasing Fuller's Student Health Insurance OR 

by waiving out with your own insurance.  

- Costs and additional enrollment information are provided on the next page. 

__I want to purchase Fuller's student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UnitedHealthcare 

StudentResources 

 

__I have my own insurance and will waive out of Fuller's program 

 

 

You can find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a list of covered benefits, along with all 

enrollment forms at Fuller's Student Health Insurance page.  

You can contact the Student Health Insurance office directly at shi@fuller.edu or by calling 626-

584-5438. 

 

- 풀러신학대학원은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남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풀 타임 학위 프로그램 (모든 국제 학생 포함)에 등록한 학생은 

기본적인 건강 보험을 유지해야합니다.  

 

- 이 요구 사항은 풀러 신학교의 학생 건강 보험 (SHI) 사무실을 통해 건강 보험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비슷한 건강 보험 플랜을 구입하신 후 Waiver 신청을 하시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F-1 국제 학생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I want to purchase Fuller’s student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United Healthcare Student 

Resources (가입을 원하신다고 첫번째 라인을 선택하십시오). 

 

 

http://www.fuller.edu/offices/osa/student-health-insurance/


 

 

세번째 스크린 

- 가입 원하는 건강 보험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아래 금액에 $20 서비스 비용이 

추가됩니다).  

- F-1 학생                                             -$445.57 

- F-1 학생/배우자                                 -$891.14 

- F-1 학생/자녀 1 명                             -$891.14 

- F-1 학생/배우자/자녀 2 명이상         -$1782.28 

- F-1 학생/자녀 2 명이상                     -$1336.71 

- F-1 학생/배우자/자녀 1 명                -$1336.71 

 

영업일 기준으로 5~7 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면, 두 개의 확인 이메일이 학생의 fuller.edu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첫번째 확인 이메일은 USI 에서 발송됩니다.  

- 두번째 확인 이메일은 United Healthcare Student Resources (UHCSR) 에서 발송됩니다. 

  

UHCSR 의 이메일에는 보험 혜택 이용 방법, 의사 찾기, 보험 카드 인쇄 방법 등 중요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카드를 받으려면 fuller.edu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UHCS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계정을 설정해야합니다.   

 

I agree to be enrolled in Fuller's student health insurance plan provided by UHCSR and agree to 
pay the quarterly insurance premium fee and the SHI Admin fee of $20 charged to my student 
account. 
 

학생과 부양 가족을 위해 학생 계정에 적용되는 모든 학생 건강 보험 (SHI) 비용 ($20 Service 

Fee 포함) 을 지불 할 것에 동의 하실 경우 선택하십시오.   

 

 

 

 

 

 

 

 



 

 

네번째 스크린 

 

선택하신 보험 플랜 비용과 서비스 비용 ($20) 이 학생 어카운트로 청구됬습니다.  만약 부양 가족 

보험 신청을 선택하셨을 경우 부양 가족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부양 가족 신청서를 

작성하실때 International Student (F-1학생) 을 선택하십시오.  

 

부양 가족 신청서가 접수 및 진행되면 이메일을 받으실 것이고 학생 어카운트에 금액이 청구될 

것입니다.  부양 가족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데 5~7 일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Fuller SHI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선택적인 치과보험 (Dental Insurance)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최소 한과목에 등록한 모든 풀러 (Fuller) 학생은 본인과 

부양가족을 United Concordia 에 선택적인 치과 보험 플랜을 USI 에 직접 연락 (1-800-853-5899) 

하거나 치과 플랜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United Concordia 선택적인 치과보험 신청서는 아래 링크 웨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해주세요.  

 https://studentinsurance.usi.com/portal/translator.aspx?companyid=2848 
 

참고: 학생 및/또는 부양 가족에 대한 모든 비용은 등록 시점에서 VISA 또는 MasterCard 를 통해 

USI 에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풀러 학생 건강 보험 (Fuller’s Student Health Insurance) 페이지에서 치과 보험 혜택 목록과 

모든 등록 양식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uller.edu/offices/osa/student-health-insu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