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건강보험 회사들이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Covered California는 2013년 10월 1일에 등록을 

시작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Covered California의 마켓플레이스를 방문할 때,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여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Covered California는 연방정부가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보험료 지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보조금으로 보험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 실  자 료

개인과 가족에게 건강  
혜택을 제공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건강  
혜택을 제공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개선 사항

연방 건강관리법인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환자 보호 및 저가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의 일부로, 

새로 판매되는 모든 건강보험 플랜들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험 플랜은 의사 방문, 병원 체류, 응급 

진료, 임산부 진료, 아동 진료, 처방약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플랜은 비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보험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 등급이 있습니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러한 등급을 사용하면 

동일한 카테고리 또는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 플랜들을 

비교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보험 혜택이 증가할수록 

월 보험료도 인상되지만,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은 월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월 보험료를 더 적게 납부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의 사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수를 늘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건강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 비용을 낮추고,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주민들이 양질의 건강관리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여 우리 주의 건강관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Covered California라고 하는 새롭고 이용하기 쉬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는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없는 건강보험 

플랜을 저가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보험 플랜을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고, Covered California는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Covered California는 여러분과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저가로 간편하게 구입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고, 고용주나 다른 

정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특정한 

혜택이 있는 저가의 건강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보조금은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 매월 지불하는 보험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비용 분담 보조금은 진료를 받을 

때 개인이나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건강관리 비용을 줄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사를 방문할 때 발생하는 

환자 부담금(코페이먼트), 공동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Medi-Cal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고, 연간 개인 소득이 

15,860달러 미만이고, 연간 가구 

소득(4인 가족 기준)이 32,5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포함)에게 

제공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재정 지원 적용 방법
아래의 표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의 건강보험 혜택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 Covered California는 사람들이 보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가구 구성원 수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

소득*이 다음 금액 
사이…

1 $15,860  $15,860 - $45,960

2 $21,400 $21,400 - $62,040

3 $26,950  $26,950 -  $78,120

4 $32,500   $32,500 - $94,200

5 $38,050  $38,050 - $110,280

유자격자에 대한 
재정 지원:

Medi-Cal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보험료 보조금

* 소득 수준은 2013년에 기준합니다.

Covered California의 마켓플레이스를  
방문하면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여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이 없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Medi-Cal 또는 건강보험 

비용의 지불을 돕기 위한 다른 재정 

지원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원 수준이 

조정됩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정산할 

때 차액을 지불하지 않도록 Covered 

California가 소득 변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Medi-Cal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연간 

개인 소득이 15,860달러, 또는 4인 가족 

소득이 32,500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 무료 보험 플랜에 대한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 저가의 

건강보험과 보험료 지불에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2014년이 되기 전에 보험 혜택이 필요한 경우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Covered 

California가 보험 혜택을 제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회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보험 

대리인을 통해서 민간 보험을 구입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Medi-Cal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의 카운티 복지 서비스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아직 26세가 되지 않았고, 부모가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플랜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거나 특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Medicare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는 2013년 10월  

1일에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저가의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구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CoveredCA.com을 방문하거나,  

(888) 975-1142로 전화해 주십시오. 

버전: 2013년 8월

CoveredCA.com
Covered California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양질의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보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연방법인 Affordable Care Act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2014년 1월까지 공공 또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3년 단위로 인상됩니다. 2014년에는 연간 소득의 1퍼센트 또는 1인 당  

95달러 중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47.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16년이 

되면, 연간 소득의 2.5퍼센트 또는 1인 당 695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월 수에 기준하여 부과됩니다.

2014년에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고, 2015년에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2014년 10월에 다음 공개 등록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실직, 배우자 사망, 자녀 출생과 같은 

특별 등록에 대한 자격이 있는 중대한 삶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한, 공개 등록 

기간 동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Covered California는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의 사명 중 하나는 지역 단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여러분이 새로운 건강보험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을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