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자격 기준

보험료 보조금은 연간 소득이 특정한 금액 미만이고 특정한 

혜택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가 건강보험(고용주 또는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개인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보험료 보조금 금액은 개인의 소득, 연령 및 거주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Affordable Care Act는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건강관리 비용을 지불할 월 

최대 금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보험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연방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최대 45,960달러인 개인과 최대 94,200

달러인 4인 가족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주요 사실들입니다.

• 보험료 보조금은 개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 플랜 보험료 

비용을 줄입니다. 

• 보험료 보조금(연방 보조금의 일종)은 개인 또는 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접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가입자는 연말에 세금 신고를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료 보조금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보험료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Covered California로부터 건강보험 플랜을 구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보조금은 건강보험 플랜에 지불됩니다. 이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개인 또는 가족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 

선택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직접 지불합니다.  

Covered California™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건강보험을 저가로 

간편하게 구입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저가의 건강보험 제공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주민은 Covered California가 설립한 새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몇 개의 새롭고 확대된 정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1. 보험료 보조금 — 연방정부는 개인 또는 가족의 월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2. 비용 분담 보조금 — 비용 분담 보조금은 개인이나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금액을 줄입니다.  

3. Medi-Cal 보조금 — Medi-Cal은 2014년부터 65세 미만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혜택의 기준에는 

장애가 있고 연간 개인 소득이 15,860달러, 또는 4인 가족 

소득이 32,5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Medi-Cal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환자 보호 및 저가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에 포함된 변경 사항의 일부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 실  자 료

재정 지원



비용 분담 보조금에 
대한 자격 기준
보험금 보조금은 보험료 지불 금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비용 분담 

보조금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는 높은 현금 

비용을 줄여줍니다. 2013년의 개인 

소득이 약 28,725달러 미만이고  

4인 가족 소득이 58,875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용 분담 보조금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관리  

비용(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포함)을 적게 지불합니다.    

Covered California는 이 보조금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직접 또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CoveredCA.com을 방문하거나,  

(888) 975-1142로 전화해 주십시오. 

4인 가족의 
연간 소득

연방 보조금 지불 후  
월 보험료

$23,550 – $35,325 $39 – $118

$35,326 – $47,100 $119 – $247

$47,101 – $58,875 $248 – $395

$58,876 – $94,200 $396 – $746

보험료 보조금은 보험을 구입할 때 제공되므로, 먼저 모든 보험료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상환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보조금은 

세금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Covered California는 www.CoveredCA.com에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연간 지불 금액과 연방 재정 지원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보험을 구입할 때 제공되므로, 먼저 모든 
보험료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상환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버전: 2013년 8월

보험료 보조금 추정

제공되는 보험료 보조금 금액은 가족의 소득과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가족이 지불할 추정 

비용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Covered California는 금년 말 경에 

정확한 보험료와 선택할 플랜을 결정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보험료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CoveredCA.com

Covered California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양질의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보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