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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른 DC Health Link 보장
보험료 감면
DC Health Link 보장으로 DC 주민들의 연간 보험료 3,600만 달러 절감, 해고된

주민에게 월 최소 $2에 보장 제공, 해고 근로자에게 COBRA의 보험료 100%
지급
DC 워싱턴 – 오늘, DC 건강 보험 거래국(DC Health Benefit Exchange Authority)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라 수립된 DC의 주 기반 온라인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인 DC Health Link를 통해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주민을
위한 주요 할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Biden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DC Health Link를 통한 건강 보험료를 감면하고,
실직자들에게 월 최소 $2에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며, 해고 근로자를 위한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의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약 3,600만 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DC가 완벽 회생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적정 비용의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DC 건강 보험 거래국의 집행위원회장인
Diane C. Lewis, M.P.A.는 말합니다. “2010년 이후 ACA가 크게 확대된 덕택에 한층 더 많은
DC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 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C Health Link에서 이 중대한
시기에 DC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대비가 된 데 대해 못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의 ACA 확대에는 건강 보험료 감면을 위한 중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은 2021년과 2022년도에 보험료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ACA
교환을 통해 개인 건강 보험 보장에 가입하는 모든 소득 수준의 주민을 위해 보험료에
한도를 설정합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은 현행 연방 빈곤 기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400% 경제성 한도를 없애고, FPL 400%인 주민들에 대해 최대 보험료를 소득의 9.83%에서
8.5%로 낮추며, 소득이 FPL 400%이 넘는 주민들의 보장을 확대합니다. 즉, 연소득이
$51,040 이상(4인 가족의 경우 $104,800 이상)인 DC 주민이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8.5%
이상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보험료 감면을 받지 않는 DC Health Link 고객의 경우,
이번의 새로운 연방 세액 공제는 총 보험료의 약 40%를 충당하게 되며, 해당 고객들의 총
보험료는 2021년과 2022년 전체 기간 거의 4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이 ACA 확대로
FPL이 400% 미만인 주민들의 최대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현재 사전 보험료 세액
공제(Advance Premium Tax Credits, APTC)의 자격 대상인 DC Health Link 고객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전체 기간 총 보험료의 87%가 연방 세액 공제를 통해 지불됩니다.
“DC Health Link는 고객들을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신규 고객과
현재 보험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고객을 위해 4월부터 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 중입니다.”라고 DC 건강 보험 거래국의 전무 이사인 Mila Kofman, J.D.는 말합니다.
“현재 보험료 감면을 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희소식은 DC Health Link에서 추가 보험료 감면
자격 대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월 보험료를 자동 감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직한 DC 주민들을 위해 미국 구조 계획법은 건강 보험 보장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조항을 제공합니다. 2021년에 실업 보험을 받은 주가 있는 DC 주민들은 DC Health Link를
통해 월 최소 $2의 비용으로 민간 건강 보험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실업 보험을
받지 않는 DC 주민도 2021년도에 실업 보험을 받은 한(여기에는 지역 및 연방 정부의
팬데믹 실업 보상이 포함됨)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미국 구조 계획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해고된 DC 주민에 대해 COBRA 보험료(지속 건강 보험 보장)의 100%를 연방
정부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른 DC 주민의 월 보험료 감면 방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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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Health Link에서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의 실버 플랜 2021년 가입 기준
1보장비가

소득 대비 부담 가능성 보장의 8.5%보다 낮으므로 보험료 감면이 해당되지 않음

배경 정보
DC 주민은 온라인 DCHealthLink.com 또는 전화 (855) 532-LINK[5465]를 이용해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Medicaid 수혜 자격이 있는 개인 및 가족 외에 소상공인은
DCHealthLink.com을 통해 연중 내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DC Health Link를 통해 이미 보장을 받은
고용주의 직원 및 부양 가족은 물론 주민들은 DC Health Link의 코로나19 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SEP)을 이용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DC Health Link

건강 보험 플랜은 코로나19 진단, 치료, 검사 및 예방 접종을 무료로 보장합니다. 코로나19
특별 등록 기간에 가입한 주민들은 즉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에서 @DCHealthLink를 팔로우하세요.
#GetCoveredDC
#StayCovered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