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Medicaid)의 확대란?
a
오바마케어 (의료 개혁법안)에 따라, 모든 주(州)들은
2013 년도에 연수입이 약$15,856 이하였던 모든
성인에게까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확대를 돕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첫 3 년은 100%의
비용을 그리고 그 후 9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메디케이드가 조지아에서 확대될 경우,
조지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10 년에 걸쳐 약 405 억 불($)에 달하는 돈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

7 만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것은 곧 추가로 연간 82 억불($)의
경제활성화로 그리고 연간 2.76 억불($)의
주(州) 및 지방 세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초로 법률 교육, 공공정책, 주민 공동체
형성과 리더쉽 개발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o

AAAJ 는 조지아 주 및 미국 남동부에서

조지아 주에서의
의료보험제도와 혜택

보호하고 증진하는 비정당, 비영리 법률
단체입니다.
AAAJ 의 비전과 목표는 사회적 움직임의

창출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개인의

조지아 주민 60 만 명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시민생활에 적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여하여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평등

병원들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선택은?
조지아 주지사는 현재 메디케이드 확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지방에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입니다. ’
6040 Unity Dr. Ste. E
Norcross, GA 30071
전화번호: 404.890.5655

있는 병원들이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네!
1.

주지사를 전화하셔서 조지아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세요.

2. 아래 웹사이트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http://coverga.org/petition/peti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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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ver Georgia, www.coverga.org

이메일: info@advancingjusticeatlanta.org
www.facebook.com/AdvancingJusticeAtlanta

Building Power for Good

www.advancingjustice-atlanta.org

www.advancingjustice-atlanta.org

건강보험개혁법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는 2010 년 3 월에 미국 법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의료보험 가입을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오바마케어로 인해 의료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는 2013 년 10 월 1 일부터 2014 년

의료보험혜택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010 년,

모든 의료보험이 건강 예방관리 및 기본

조지아 주의

건강혜택에 대해 코페이먼트 (자기부담금 제도)

비보험자 수가 총

또는 공동보험 없이 제공해야 함.

거주자의 무려



기존 질병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



나중 질병으로 인해 임의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19.4%, 즉

보험이 해지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19 만명에



성인 자녀들이 이 만 26 세까지 부모의 의료보험

달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의료보험 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바가지 씌우지 않도록 예방함.

조지아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3 월 31 일까지 운영됩니다. 2014 년 3 월 31 일까지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2015 년도 연간 가입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벌금에 관한 얘기는 무엇인가요?
2014 년 3 월 31 일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 성인당 $95 /어린이당 $47 또는 (2) 연간
수입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둘 중 높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매년 증가합니다.

의료보험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1.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의 홈페이지인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해 바뀌지 않는 것은?

네. 건강보험개혁법은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과



오바마케어의 규정에 준수하는 의료보험에 이미

합법적인 거주자들이 의료보험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가입되어 있을 경우, 추가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

오바마케어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요?

전화를 하실 경우 언어지원을 받으실 수

오히려 오바마케어로 인해 메디케어 혜택이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 주 7 일 운영합니다.

늘어납니다. 가령, 예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개인의

예방의학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형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보험 상품들이



건강보험개혁법이 고용주들에게 가져오는 변화는?




제공됩니다. 만 30 세 미만인 자에 한해, 저소득자이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50 명이상인 모든

자격이 될 경우, 최소한의 치명적 손상 보험에만 가입할

고용주들은 앞으로 2014 년 3 월 3 일부터 모든

수 도 있습니다.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란?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25 이하인 고용주들은

마켓플레이스는 모든 의료보험 종류들 및 가격들을 한

2014 년부터 직원들의 보험료로 내는 비용의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50%까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www.healthcare.gov)입니다. 재정적 보조를 받을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www.healthcare.gov 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 로 전화하셔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서비스 단체를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BPSOS, LAA 등)

3. 의료보험회사, 가맹점 또는 의료보험 중개인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4 년 1 월 1 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하루 빨리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