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청구 신청 방법: 

오레곤 주 홈케어 근로자나 개인 도우미 근로자로 고용된 

후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보상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보험 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시려면 간단한 아래 단계에 따라 

주십시오. 

1. 즉시 고객/고용주에게 고객의 가정에서 일하는 

도중 상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2. 888.365.0001 또는 503.378.3099(세일럼)로 

오레곤 주 홈케어 위원회(OHCC) 근로자 보상 

보험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합니다. 

3. 담당자에게 자신이 홈케어 근로자 또는 개인 

도우미 근로자라고 말하고 보험을 청구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4. 업무 중 상해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원한다면, 

의사에게 직장에서 다쳤다고 말합니다. 그다음 

양식 827을 요청하여 함께 완성합니다. 이 양식에 

자신을 홈케어 근로자나 개인 도우미 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상해를 보고하려고 할 때 위에 제공된 연락처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800.285.8525로 주 사고 보험 

기금(SAIF)에 연락한 다음 우편 청구 양식을 

요청합니다. 이 양식에 자신을 홈케어 근로자나 개인 

도우미 근로자로 표시하고 완성된 양식을 아래 주소로 

보냅니다: 

SAIF Corporation 

400 High Street SE  

Salem, OR 97306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구 절차를 촉진하려면: 

• 업무 중 상해를 당한 즉시 보고합니다. 

• 오레곤 주 홈케어 위원회(OHCC) 근로자 보상 보험 

코디네이터와 주 사고 보험 기금(SAIF)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와 통신문에 신속하게 답변합니다. 

• 양식 801을 완성한 다음 반환합니다. 

• 보험 청구를 위해 상해에 관한 의료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의료 기록 공개 승인서에 서명합니다. 

• 일반적으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주 사고 보험 기금(SAIF) 및 오레곤 주 홈케어 

위원회(OHCC) 근로자 보상 보험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이 직장에 복귀하여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청구하려면: 

1) 고객/고용주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2) 연락처: 오레곤 주 홈케어 위원회(Oregon Home Care 

Commission) 근로자 보상 보험 코디네이터 

전화: 888.365.0001 또는 503,378.3099(세일럼) 

3) 자신은 홈케어 근로자나 개인 도우미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4) 의학적 치료를 원한다면, 의사에게 직장에서 다쳤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홈케어 근로자나 개인 도우미 근로자라고 말하고 의사에게 자신의 보험 

회사는 주 사고 보험 기금(SAIF)이라고 말합니다. 

오레곤 주 홈케어 위원회(OHCC) 근로자 보상 보험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800.285,8525로 SAIF 코퍼레이션(SAIF 

Corporation)에 연락해주십시오. 

 

홈케어 근로자 개인 
도우미 근로자 

홈케어 근로자와 개인 도우미 

근로자(2011년 1월 1일 기준)는 

업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 

보상 보험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레곤 주 홈케어 

위원회(OHCC)는 근로자 보상 보험 

청구를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주 사고 

보험 기금(SAIF)은 여러분의 보상 

보험 회사입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해야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