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비용 인하, NY State of
Health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및 가족:
의료 비용을 낮추십시오
주정부 운영 기관인 NY State of Health 공식 건
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에 가입한 개인
과 가족 중 일부는 분담비용 인하를 통해 의료 서
비스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NY State of Health를 통
해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자격
이 있는지는 nystateofhealth.ny.gov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분담비용 인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분담비용 인하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제금, 공동부담금, 공동보험
금, 총 현금 지불 금액을 낮출 수 있지만, 이는 NY State of Health를 통해 “실버” 등급 플랜에 가입한 경
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보험료 세금 공제인 월 보험료의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담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세금 공제 대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
에 대한 이해: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옵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인하되는 분담비용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
니다.
• 연방정부의 빈곤선(FPL) 대비 138%~250%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개인 및 가족은 공제금, 공동부담금,
공동보험금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진료를 받거나 기타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16,243~$29,425인 경우와 4인 가족 소득이 $33,465~$60,625인 경우
가 연방정부 빈곤선(FPL)의 138%~250%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더 낮은 개인은 무료로 제공되는 공영 건강 보험 대상입니다.
건강 보험 개혁 및 분담비용 인하 대상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NY State of Health 홈페이지 nystateofhealth.ny.gov를 참
조하시거나 1-855-355-5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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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State of Health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재정 지원 용어
“분담비용”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받는 의
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공제금, 공동부담금 및 공동보험금이 여기에 해
당됩니다. 보험료 또는 본인의 의료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지 않
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에 분담비용 인하 지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중요: 본인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
는 NY State of Health를 통해 “실버” 등급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험료 세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연
방정부 빈곤선(FPL)의 250% 이하이며 NY
State of Health에서 실버 등급 플랜에 가
입한 경우 가입한 보험에 대해 분담비용
인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공제금은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불하기 전
에 가입자가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
불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금이
$1,000라면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진료받은 의료 서비스 대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연방정부의 의료 보험법에 따라 신규 가입
보험에서는 일부 예방의료 서비스를 완전
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의료 서
비스를 받을 때는 공제금 또는 기타 공유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공동부담금은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고정 금액(예: $20)을 뜻합
니다. 공동부담금은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동보험금은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
중 가입자 부담분입니다. 공동보험금은 보험
사가 결정한 금액에 대한 백분율이며 의료 서
비스에 대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공동보험금이 20%이고 의료 처
치 비용이 $1,000이면서 공제금을 충족한
경우, 부담해야 할 공동보험금은 $1,000의
20%, 즉 $200입니다. 가입한 건강 보험에
서 나머지인 80%, 즉 $800를 지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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