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이란?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옵션
다수의 개인 및 가족은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통해 건강 보험료 부담
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금 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
까? 보험료 세금 공제는 건강 보험료를 줄여줍니다.
NY State of Health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료 세금 공제 혜
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유자격자의 경우 두 가
지 옵션이 있습니다.
• “사전” 적용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월 건강 보험료에 공
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IRS에
서 지불합니다.
** 중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급여 상승 또는 보너스) NY State of Health에 변
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IRS에
비용을 재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세금 공제 금액은?
가족 인원수 및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은 가족과 개인은 대부분의 지원 혜택에 자격 대상이 됩
니다.

• “추후” 적용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정액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연말 세금 신고 시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공제액을 제외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전
부 납부한 경우 IRS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
야 합니까?
네. 세금 공제 혜택을 사전에 적용받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귀하와 가족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보험료 세금 공제 자
격 대상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혐료 세금 공제는 환급이 가능합
니다. 이것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IRS가 해당 공제
금액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드
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Medicaid와 같은 정부 건강 보험을 통한 건강 보험 자격
대상이 아니거나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가족 소득이 매년 지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 고용주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받고 있는
건강 보험이 “비합리적으로 고가”(건강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5% 이상)이거나 “부적절”(의료 비용의 최소
60%를 보장하지 않음)한 경우.

모든 건강보험에 세금 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험료 세금 공제는 NY State of Health를 통해서
가입한 건강 보험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
플레이스는 처방 의약품, 입원, 의사 진료와 같은 보장이
포괄적인 검증된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소득이 변경되거나 결혼, 이혼, 출산 등 신변에 변화가 생
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또는 가족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 NY State of Health
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세금 공
제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건강 보험 법률 또는 프리미엄 세금 공제 대상의 자격 요건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NY State of Health 홈페이지
nystateofhealth.ny.gov를 참조하시거나 1-855-355-5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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