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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자 권고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볼티모어 – 메릴랜드 보험국장 Kathleen A. Birran 은 코로나19 백신은 그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점을 다시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메릴랜드 보험국은 다른 주에서 최근 승인 된

Johnson & Johnson 백신에 대해 개인에게 접종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국장의 12 월 15 일자 권고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사는 백신에 종류와 관계 없이

FDA 에서 승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개인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호건
행정부에서 명령한 이러한 비용 보호는 연방 CARES 법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 이유는 연방
법에 의거한 개혁후의(non-grandfathered)ACA 법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내에서 제공되는
코로나 백신을 포함, 모든 의료 플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구입 된 백신은무료로 제공됩니다. 백신을 놓는 의료인은 백신 접종 시
보험사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DC)에서 명시했듯이:
CDC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의료인들은:

•

접종 시 개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 할 수 없고,

•

접종자의 보험 커버리지 상태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 상관없이 백신을 제공해야 하며

•

예방 접종만이 목적인 경우 오피스 방문 또는 기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백신 접종 이외에 추가 의료 서비스를 요구 해서는 안 되고

•

백신 투여 비용을 부담하는 아래의 프로그램이나 플랜으로부터 적절한 환급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
- 백신 접종자의 개인보험
-

메디케어 또는 메이케이드를 통한 환급

-

보험 미 가입자를 위한 HRSA 코로나19 비 보험 프로그램

•

잔액청구를 포함, 접종자로부터 어떠한 환급이나 보상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 귀하에게 예방 접종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면 , 즉시 800-492-6116 이나 아래의 온라인
주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enterprise.insurance.maryland.gov/consumer/ConsumerPortalWelcomePa
ge.aspx.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보험국의 코로나19 관련 자료 센터

https://insurance.maryland.gov/COVID-19/Pages/default.aspx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연방 CARES 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