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안내사항

저렴한 보험 만들기
Covered California™는

여러분과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높은 질의 의료보험을 간편하고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설립되는 새 마켓플레이스에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합법적인 주민들은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부터 의료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몇 개의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1. 세금 크레딧: 세금 크레딧은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000 미만인 개인,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31,180

2. 비용-분담 보조금: 비용-분담 보조금은 개인이나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시 내야 하는 의료 비용을 줄여줍니다.

미만인 가정을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자에게는 의료 혜택이 무료이며
이는 Affordable Care Act 법안의 일부입니다.

3. Medi-Cal 보조: 2014년부터 Medi-Cal은 65세 이하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연 소득이

세금 크레딧 적용대상
세금

크레딧은

특정한

소득

기준에

맞는

개인이나 가정 중, 회사나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의료혜택

기준을

충족하는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연방 저소득층 수준”이라 불리는 기준에
정해집니다.

사항입니다.
• 세금

크레딧은

세금

크렛딧의

액수는

차등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수입이 적은 사람의
의요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더 많은 재정

여러분의

의료보험료를

줄입니다. 세금 크레딧은 매달 보험에 적은

•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개인과
가정을 돕습니다. 세금 크레딧은 개인이나
가정 중 특정한 소득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연방

• 세금 크레딧은 여러분이 가입할 때 사용됩니다.

저소득층 단계보다 138%에서 400%사이에

세금 크레딧은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속하게 되는 경우 – 즉 개인이 $44,680까지,

비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년 말 세금

4인 가족 기준 가정이 $92,200까지 벌게 되는

정산시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 – 보조금이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 세금 크레딧은 오직 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세금

돈을 내게 합니다.

세금 크레딧 대상자는 가족의 소득과 규모에

따라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금 크레딧에 관한 주요

크레딧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Covered California 를 통 해 의 료 보 험 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세금 크레딧은 의료보험료 지불에 사용됩니다.
세금

크레딧은Covered California를

직접 여러분의 의료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통해

세금 크레딧 금액 예상
세금

크레딧

액수는

가정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 가정이 받도록 예상되는 세금 크레딧에 대한 예입니다. 올해 안에

Covered California는 정확한 보험료와 플랜을 제공해 여러분의 의료보험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세대수

연 소득

연간 의료보험료
(정부 보조금 없이)

4

$31,900

$12,300

비용-분담 보조금
적용대상
세금

크레딧이

월

의료보험료를

줄여주는

반면,

비용-분담 보조금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연간 연방
정부 보조금

연간 신규
의료보험료

$11,100

$1,200
(월 $100)

4

$88,800

$12,300

$3,900

$8,400
(월 $700)

1

$27,000

$4,548

$2,460

$2,100
(월 $175)

돈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개인일 경우 연 소득이 $27,936 미만,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연 소득이 $57,636 미만일 때 보조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용-분담
보조금 적용 대상자가 되면 의료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세금 크레딧은 여러분이 보험을 구입할 때 적용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전액을

이러한 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은 가정의 연 소득에

처음에 모두 지불하고 나중에 환불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크레딧은

따라 차등제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재정지원금은

Covered California는 예상 비용 산출 계산기를 통해 여러분이 연간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내게 될 것이며 또 얼마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의 웹사이트 www.CoveredCA.com을 방문해

낮아집니다.

Covered California는

여러분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 볼 수 있도록, 올해 가입기간이 시작될 때 온라인
상으로나 개인이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도와드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www.CoveredC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