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주  
의료보험카드 신청  
온타리오 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타리오 주 주민으로서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면 온타리오 주 의료보험계획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 OHIP) 에 의해 지불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서비스 온타리오 (ServiceOntario) 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카드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1. 웹사이트 ServiceOntario.ca/HealthCard 를 방문하십시오:

• ‘Registration for Ontario Health Coverage (0265-82 서식)’를 인쇄하여 작성하십시오.

• ‘Ontario Health Coverage Document List (9998E-82 서식)’를 참조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2. 웹사이트 ServiceOntario.ca/FindServices 를 방문하여 가까운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3.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에 가져가십시오.

구비 서류

• 목록 1 – 캐나다 시민권 또는 OHIP 유자격 이민신분 증명 
이 목록에 속한 문서는 여러분이 캐나다 시민이거나, 온타리오 주 의료보험 이용 자격이 
주어지는 기타 이민신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목록 2 – 온타리오 주 거주 증명 
이 목록에 속한 문서는 여러분의 성명과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주 거주지가 
온타리오 주에 있음을 확인해줍니다.

• 목록 3 – 신분 증명 
이 목록에 속한 문서는 여러분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목록마다 1종의 문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되도록 준비를 잘하십시오.
• 모든 문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복사본 또는 인쇄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www.ontario.ca/health-and-wellness/health-card-services
https://www.services.gov.on.ca/locations/start.do?action=services&redirected_slf=1


목록 1 시민권 / OHIP 유자격 이민신분 증명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캐나다 시민
• 현재 유효한 캐나다 여권, 또는 만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캐나다 여권

• 캐나다의 주/준주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인구동태통계법 (Vital 
Statistics Act)에 의거하여 발급된 것

• 캐나다 해외출생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Abroad)

• 캐나다의 주/준주에서 발급된 
출생사실증명서 (Certified Statement of 
Live Birth)

• 캐나다 시민권증명서 (Certificate of 
Canadian Citizenship) 또는 귀화증명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 종이 문서 
또는 카드(기념 증명서는 불가)

• 인디언신분증명서 (Certificate of Indian 
Status)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 인디언등록증 (Registered Indian Record) – 
증명본

영주권자
•  현재 유효한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또는 만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영주권 카드

• 캐나다 이민확인 증(Canadian Immigration 
Identification Card)

• 캐나다 영주권확인서(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 IMM 5292, 5688)

• 입국확인서 (Record of Landing - IMM 
1000)

기타 이민신분
•  협약난민 (Convention Refugee) 또는 

피보호자 (Protected Person) 신분을 
증명하는 이민난민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확인서

• 피보호자신분증명서 (Protected Person 
Status Document)

• 임시체류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 
– 제한 조건이 적용됨

• 노동허가(Work Permit) – 온타리오 주 내 
상근직 고용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여러분이 캐나다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제5.1조에 의거하여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캐나다 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확인서

• 여러분이 캐나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캐나다 이민부 확인서

• 임시등록확인서 (Temporary Confirmation 
of Registration Document)

 다음 중 하나:

목록 1 - 시민권 또는 OHIP 유자격 이민신분 증명

여러분이 캐나다 시민이거나, 온타리오 주 의료보험 이용 자격이 주어지는 기타 이민신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가져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록 2 거주 증명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 현재 유효한 온타리오 주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 운전면허증 (동일한 주소가 기재된 
사진신분증 첨부)

• 공과금 고지서 (자택 전화, 케이블 TV, 
공익사업위원회, 전기, 가스, 수도)

•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계좌 또는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월간 은행계좌내역서 
(영수증, 통장, 편지,  
현금자동지급기 영수증 등은 불가)

• 고용주 기록(급여명세서, 또는 고용주가 
회사 레터헤드에 작성한 확인서)

• 학교,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성적표/
성적증명서

• 자녀세금공제내역서 (Child Tax Benefit 
Statement)

• 소득세사정서 (최근)

• 보험증권(주택, 임대주택, 자동차, 생명 등)

• 모기지/주택임대/리스 계약서

• 온타리오 주 자동차면허 (Ontario Motor 
Vehicle Permit)– 번호판 또는 차량 부분

• 재산세 고지서

• 온타리오 웍 스(Ontario Works) 또는 
온타리오 주장애지원제 도(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급여자동이체내역서
(Statement of Direct Deposit)

• 고용보험 급여지급내역서 (Stat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Paid) T4E

• 고령보장연금 (Old Age Security - OAS) 
내역서 T4A 또는 캐나다 연금계획 
급여내역서 (Statement of Canada Pension 
Plan Benefits) T4A (P)

• 공인퇴직금적립계획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RRSP), 공인퇴직소득기금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RRIF) 또는 공인주택소유적립계획
(Registered Home Ownership Savings 
Plan - RHOSP) 내역서 – 금융기관 발행 
(은행, 신탁회사, 신용조합 등)

• 직장안전및보험위원회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급여내역서
(Statement of Benefits) T5007

• 캐나다 연금계획 기여내역서 (Statement of 
Contributions)

• 현재 유효한 온타리오 주 사진신분증 
(Ontario Photo Card)

 다음 중 하나:

목록 2- 온타리오 주 거주 증명

여러분의 성명과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여러분의 주 거주지가 온타리오 주에 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

 가져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록 3 신분 증명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 신용카드

• 현재 유효한 온타리오 주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 운전면허증

• 현재 유효한 온타리오 주 사진신분증

• 캐나다 이민확인증

• 캐나다 시민증 (Certificate of Canadian 
Citizenship) – 플라스틱 카드

• 인디언신분증명서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 캐나다 영주권확인서 (IMM 5292) – 서명이 
기재된 것만 유효

• 현재 유효한 고용인 신분증

• 현재 유효한 전문직 협회 면허

• 고령보장연금 카드

• 온타리오 주 자동차면허 – 번호판 부분

• 여권(캐나다 또는 외국)

• 영주권 카드 – 서명이 기재된 것만 유효

• 입국확인서 (IMM 1000)

• 학생증

• 노동조합원증

 다음 중 하나:

목록 3 - 신분 증명

여러분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문서.

 가져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정보

일부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 온타리오 주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할 
준비가 되면 웹사이트 ServiceOntario.ca/Appointment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1-888-376-5197 로 
문의하여,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가까운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를 알아보려면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저희 웹사이트  
ServiceOntario.ca/FindServices 를 방문하십시오.

OHIP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ServiceOntario.ca/HealthCard 
를방문하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캐나다): 1-800-267-8097 
 
TTY (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캐나다): 1-800-268-7095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ServiceOntario.ca

ServiceOntario.ca
CLICK.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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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ntario.ca/page/online-appointment-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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