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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한 건강 보험 플랜이 없으신가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 회사와 협력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발의안 제22호에 따라 당사의 모든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한  
운전자는 의료비를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자격을 갖춘 분의 월 보험료 납부 재정  
지원을 제공해 드리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일부 개인은 최저 1불로 양질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전문가의 가입 지원을 받으시려면 
CoveredCA.com/support/contact-us를 
방문하세요.

발의안 제22호는 캘리포니아주 앱 서비스 기반 
운전자 네트워크 업체들에게 특정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자격을 갖춘 앱 서비스 기반 운전자의 
의료비*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운전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 플랜을 포함한 자격이 있는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Medi-Cal 
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료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분기에 주당 평균 25시간 이상 근무**하는 운전자는 2021년에  
월 409달러 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 분기에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운전자는 
절반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월 205달러로, 이는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의료비는 주 전체에 게시된 평균 월 브론즈 프리미엄 보험료의 82% 또는 41% ($409 또는 $205)이며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에 차량 서비스나 배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운전자가 승차 공유 또는 배송 요청을 수락한 시점부터 승차 공유 또는 배송 요청을 완료한 시점까지입니다. KOR-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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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HAVE A QUALIFYING HEALTH INSURANCE PLAN? 
COVERED CALIFORNIA CAN HELP.

Covered California is the state’s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working with brand-name companies to provide health care 
coverage to Californians.

All our health insurance plans qualify under Proposition 22  
for drivers to receive stipends.

Covered California is the only place to also provide financial 
help to those who qualify, to pay for their monthly premium.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come, some individuals can 
qualify for quality coverage for as low as $1 per month. 

To get free, expert enrollment help, visit  
CoveredCA.com/support/contact-us

Proposition 22 requires California app-based  
driver network companies to provide health care 
stipends* to qualifying app-based drivers on a 
quarterly basis based on certain criteria.

HOW CAN DRIVERS QUALIFY TO RECEIVE HEALTH CARE 
STIPENDS? HOW MUCH ARE THOSE STIPENDS?

Drivers must be enrolled in a qualifying health insurance plan, 
which includes Covered California individual plans. Those  
enrolled in Medicare, Medi-Cal or health coverage provided  
by employers do not qualify to receive stipends.

Drivers who average 25 or more engaged hours** per week 
during a calendar quarter could receive the full stipend of 
$409 per month in 2021, which will be adjusted annually.

Drivers who average at least 15 engaged hours but fewer than 
25 engaged hours per week during a calendar quarter could 
receive half of the stipend. $205 per month in 2021, which will 
be adjusted annually.

*The stipend is either 82% or 41% ($409 or $205) of the posted average statewide monthly bronze premium and will be adjusted annually. 
**Engaged hours are the amount of time a contract worker is actively providing a ride or delivery for the company. This is the time from when a driver  
accepts a rideshare or delivery request to when they complete the rideshare or delivery request.

Covered California complies with applicable Federal civil rights laws and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or sex.  
Atención: si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lingüística. Llame al 1.800.300.0213 (TTY: 1.888.889.4500).  
注意：如果您使用繁體中文，您可以免費獲得語言援助服務。請致電 1.800.300.1533 (TTY 1.888.889.4500).

proposition 22  
& health insurance
WHAT APP-BASED DRIVERS  
NEED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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