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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2018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에 대하여 알아야 할 점
(질의 응답 FAQ)
Q: 언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
A: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식 가입기간은 2017 년 11 월 1 일부터 2018 년 1 월 31 일 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2018 년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은 12 주입니다. 만약
2017 년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2017 년 10 월 11 일부터
2018 년 1 월 31 일까지 보험을 갱신 혹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가입기간 이후에도
특별 가입 기준 [1]에 해당 된다면 그 기준 해당일 60 일 이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메디-칼 (Medi-Cal) 가입은 1 년 내내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Q: healthcare.gov 와 같은 연방정부 혹은 다른 주 정부의 보험 가입 기간은 캘리포니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 많은 점에서 다르고 또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을 독자적으로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다른 주정부의 보험 가입 기간은 캘리포니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healthcare.gov)는 캘리포니아와는 다른 플랫폼이며 가입 기간
(2017 년 11 월 1 일 – 12 월 15 일) 또한 캘리포니아와는 다릅니다. 다른 주 정부들의 보험 가입
기간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위의 가입기간들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 거주하시거나 이사를 가실 경우, 그 주의 가이드 라인을
확인하시고 따르시 길 바랍니다.
Q: 2018 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제외 된 보험 플랜이 있나요?
A: 2018 년 1 월 1 일부터 앤텀 블루 크로스 (Anthem Blue Cross) 는 세 군데 지역과 몇 카운티*를
제외하고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17 년에 앤텀 블루 크로스 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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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 년에 Anthem Blue Cross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다른 보험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다른 보험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자동으로 귀하의 2017 년 플랜과 동일한 플랜을 가장
저렴하게 책정한 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 년에 앤텀 블루 크로스 실버 70
PPO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귀하의 2018 년 플랜으로 가장 저렴하게
실버 70 플랜을 책정한 보험회사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앤텀 블루
크로스를 받아주는 의사 혹은 병원의 80% 이상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보험을 받아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 커뮤니티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카운슬러 (CEC) 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메디-칼 혹은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앤텀 블루 크로스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18 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는 어떤 보험 플랜들이 있나요?
A: 앤텀 블루크로스를 제외 한 2017 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제공 되었던 다른 모든
보험은 2018 년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제공 됩니다. 제공 되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Chinese Community Health Plan, Blue Shield of California, Health Net, Kaiser Permanente, LA
Care Health Plan, Molina Healthcare, Oscar Health Plan, Sharp Health Plan, Western Health Advantage,
Valley Health Plan, Anthem Blue Cross (일부 지역 해당). 귀하의 지역에서 어떤 보험이 있는지
찾아보시려면 다음 링크의 Shop and Compare 를 사용하세요:
www.coveredca.com/shopandcompare/.
Q: 올해 월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안타깝게도 트럼프 정부로 인해 2018 년 보험료는 과거에 비해 크게 인상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비용 절감 보조금(cost sharing reduction subsidies; CSR) 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보험료에 12.4%의 추가 요금이 더해져 2017 년에 비해 2018 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24.9% 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월 보험료 보조금 (APTC)를 받으신다면 실제 내시는 월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지 않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월 보험료 보조금 (APTC) 를
제공합니다. 보험료가 오르기는 하나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하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
보조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내시는 월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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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실버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면 연방 정부의 비용 절감 보조금 (CSR) 정책의 변화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자들이 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월 보험료 보조금 (APTC)을 받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12.4%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보험을 따로
구입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 플랜 혹은 보험료 변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귀하 커뮤니티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카운슬러 (CEC) 혹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연락주세요: (800) 300-1506.
Q: 보험 가입 및 갱신과 변경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각 지역 커뮤니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가입, 갱신, 그리고 변경을 무료로 그리고
귀하의 모국어로 도와드리는 공인 카운슬러 (CEC) 가 있습니다. CEC 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AAAJLA 단체에 health@advancingjustice-la.org 혹은 213-241-0262 로 연락 주시면 각 지역
커뮤니티의 CEC 를 찾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도 각 해당지역의
CEC 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coveredca.com/get-help/local/.

*앤텀 블루 크로스 (Anthem Blue Cross) 보험은 다음의 카운티에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Alpine, Amador, Butte,
Calaveras, Colusa, Del Norte, Glenn, Humboldt, Lake, Lassen, Mariposa, Mendocino, Merced, Modoc, Nevada, Plumas, San
Joaquin, Santa Clara, Shasta, Sierra, Siskiyou, Stanislaus, Sutter, Tehama, Trinity, Tuolumne, Tulare, Yub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특별 가입 기준은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overedca.com/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special-enrollment/qualifying-life-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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