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ed California
안내사항

저렴한 보험은 국가적인 최우선 정책입니다.
2010년에

연방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고 전반적인

이 새 법은 보험료를 줄이고 보험을 갖고

의료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는 않은 분들이 보험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구입하도록 돕기 위해 Affordable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Care Act는 각 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의료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 연방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이 의료보험료를

마켓플레이스를 설립하거나, 연방정부에

Patient Protection and

지불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의해

Affordable Care Act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무화하고

법은 또한 18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재정상태에

2014년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따라 가장 잘 맞는 의료보험 플랜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저렴한 의료 보험을 갖고

의료보험

계시거나 의료보험 혜택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Covered

조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립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Covered California나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구입하는 모든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방 치료 서비스를

다른 보험사를 통해 보장된 의료보험 혜택을

의료보험 플랜은 Essential Health Benefits 라고

제공합니다. Covered California 또는 다른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 2백 3십만

불리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어떠한 새로운

명 의 캘 리 포 니 아 주 민 들 이 2017년 까 지

의사 방문, 입원, 응급 치료, 임산부 진료,

건강 플랜은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Covered California를

소아과, 처방약, 의료 테스트, 정신 건강 치료와

의무화 될 것입니다.

제정했습니다.

설립된

마켓플레이스를

있습니다.

가입을

이

시작할

California라는

사용하도록

마켓플레이스에서

수

있도록

주에

마켓플레이스를

캘리포니아의
의료보험
캘리포니아는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주입니다.

Covered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의

합법적 주민들이 그들이 아프거나 현재
건강 상태로 인해 거절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의료보험을

구입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이

되면

약

2백

6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2백

7십만

명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해

의료보험에

그 밖의 다른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플랜들은
유방암검사나, 대장암검사 등 소비자가 따로

짧은 역사, 야심찬 미래
미국에서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법률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로써, 캘리포니아는

Covered California의 성공을 확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주
그리고 지역 파트너와 함께 일하면서, Covered California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질의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분명히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료보험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주,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보험 마켓플레이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드리는 약속

올해 안에
Cover ed Califor nia 는 여 러 분 에 게
의료보험 옵션에 대해 알리고 의료보험

주민들이

Covered California는

2014년 1월부터

마켓플레이스를 열 것이며,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가입을

플랜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장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합법적인 주민들 중 회사나 다른 정부

알맞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의료 보험을 제공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은 Covered California

Cover ed Califor nia 는 의 료 보 험 을

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는

개인이 직접,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 주에 걸쳐
지역마다 사람들을 교육시키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능한 새 의료보험 옵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여러분은 현재

명

시장에 나와있는 높은 질의 의료보험과

기업들은 세금 크레딧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는 100명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더 큰 기업들도

때 얻는 장점은, 다른 플랜들을 쉽게 비교할

Covered California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등급제도 덕분에

것입니다.

똑같은

보험을

구입하실

수

있게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처음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료보험 플랜들을
아주

상세히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overed California는 세금 크레딧 또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과 같은 비용 분담 보조금을
여러분의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Covered California는

또한

소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0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5

www.CoveredC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