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관련 중요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건강 보험에 가입했지만 2021년의 일정 기간 또는 

일년 내내 건강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귀하는 연방 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2021년 NY State of Health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했으나 

2021년의 일정 기간 또는 일 년 내내 건강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귀하는 해당 소득에 

따라 여전히 세금 정산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세금 공제 양식(보험료 세금 공제 

또는 PTC라고도 함)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환급액이 증가하거나 2021년 연방 

소득세를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지원 자격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RS 양식 

8962를 이용하십시오. 양식 8962는 www.irs.gov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동봉된 양식 1095-A 및 동봉된 보험료 표를 

사용해 IRS 양식 8962를 작성하십시오. IRS 양식 8962를 통해 귀하가 

얼마나 많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다른 양식을 
받게 되는 

이유 

2021년 동안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입한 각각의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건강 보험에 대한 양식 1095-A 한 부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2021년 
동안 NY State of Health의 보장 내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식 1095-A 한 부 
이상을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재난 보험 또는 Medicaid, Child Health Plus 또는 
Essential Plan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 양식 1095-A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양식 1095-A 외에 다른 중요한 세금 신고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에는 양식 1095-B와 1095-C가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2021년 일정 시점에 뉴욕에서 Medicaid, Child 
Health Plus 또는 Essential Plan에 가입했다면, 뉴욕 주에서 양식 1095-B를 
받게 됩니다. 다른 유형의 보장(재난 보험, Medicare Part A 또는 C, TRICAR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혜택 또는 특정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출처를 통해 양식 1095-B 또는 양식 1095-C를 받게 됩니다. NY 
State of Health에서는 양식 1095-A만 제공하며, 양식 1095-B 또는 양식 1095-
C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http://www.irs.gov/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는 
방법 

귀하의 양식 1095-A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NY State of Health에 
1-855-766-7860번으로 가급적 바로 문의하셔서 기록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양식 1095-A 또는 세금 공제 또는 동봉된 보험료 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http://info.nystateofhealth.ny.gov/TaxCredits를 방문하거나, NY 

State of Health 1-855-766-7860번 또는, 지역사회 건강 지원 헬프라인  

1-888-614-54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가 받은 1095-B 또는 1095-C 세금 양식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양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양식 8962 또는 기타 세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www.irs.gov를 방문하십시오. 

   
 

 

 

동봉된 표를 사용하여 양식 8962에 대한 월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비용의 실버 플랜(SECOND LOWEST COST 
SILVER PLAN, SLCSP)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 

 
1단계  
2021년에 해당 월에 거주했던 카운티를 확인하십시오. 
 
2단계  
보장 가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제목 열(맞은 편)을 확인하십시오. 아래의 목록은 적절한 
제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장 가족에는 NY State of Health 자격 건강 보험에 가입된 
세금 가구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원은 포함되고 다음과 같은 다른 보장 자격에 해당되었던 
모든 구성원은 제외됩니다. Medicaid, Child Health Plus, Essential Plan, Medicare Part A, C, 
TRICAR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혜택 및 고용주 대부분이 부담하는 보장 
 
3단계  
카운티 맞은 편 열에서 달러 금액을 선택하십시오. 이 금액은 해당 월의 카운티 및 보장 가족에 
적용되는 월 SLCSP 보험료입니다. 
 
2021년 동안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주한 경우에는 각 카운티에 거주한 각 해당 월에 
대한 월 보험료를 고르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에 보장 가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달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를 골라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간행물 974 및 IRS 양식 8962에 대한 지침을 읽으십시오. 

http://info.nystateofhealth.ny.gov/TaxCredits
http://www.irs.gov/


귀하의 보장 
가족 포함... 해당하는 열... 

 
 

 

귀하. 귀하의 보장 가족에서 구성원이 귀하뿐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 귀하와 배우자는 같은 보장 

가족에 속합니다. 

 
귀하와 배우자. 귀하와 배우자가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중 1명이 해당 고용주를 통한 보험과 같은 기타 "최소한의 

필수 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부부 

 
 
 
개인 

 
 

 

귀하와 동거 파트너*. 귀하와 동거 파트너가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다른 보장 가족에 속하는 경우. 

 
귀하와 자녀(들). 귀하와 자녀는 같은 보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개인+자녀 

 
 

 

귀하와 자녀(들). 귀하와 1인 자녀가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녀가 다른 최소한의 필수 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귀하, 배우자** 및 자녀(들). 귀하, 배우자 및 자녀(들)는 같은 

보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인 자녀. 귀하의 자녀가 아직 21세 미만이며 본인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동거 파트너가 귀하의 세금 가구원에 속하는 경우 “개인” 

열이 아닌 “부부” 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거 파트너가 귀하의 세금 가구원에 속하는 경우 이 

상황에서는 “부부+자녀들” 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부부 + 자녀 
 

 
자녀만



2021년 두 번째로 저렴한 실버 플랜 (Second Lowest Cost Silver Plans, SLCSP)의 
보장 가족 유형별 월 보험료 

 
보장 유형: 

개인 부부 

26세 미만 부양 자녀 26-29세 미만 부양 자녀 
21세 
미만 
자녀만 
해당* 

카운티 
개인  

+  
자녀(들) 

부부 부부  
+  

자녀(들) 

개인  
+  

자녀(들) 

부부 부부 
+ 

자녀(들) 
Albany(올버니)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7.00 

Allegany(앨러게니)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4.09 

Bronx(브롱크스) $623.39 $1,246.78 $1,059.76 $1,776.67 $1,070.39 $1,794.47 $265.03 

Broome(브룸)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7.88 

Cattaraugus(카타라우거스)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4.09 

Cayuga(카유가)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9.42 

Chautauqua(셔터쿼)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4.09 

Chemung(셔멍)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9.42 

Chenango(셔냉고)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8.92 

Clinton(클린턴) $594.56 $1,189.12 $1,036.67 $1,721.18 $1,038.35 $1,724.00 $297.70 

Columbia(컬럼비아)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7.00 

Cortland(코틀랜드)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9.42 

Delaware(델라웨어) $617.16 $1,234.34 $1,049.19 $1,758.92 $1,101.65 $1,846.88 $313.89 

Dutchess(더치스) $617.17 $1,234.35 $1,049.19 $1,758.95 $1,101.65 $1,846.89 $337.51 

Erie(이리)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4.09 

Essex(에식스)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56.64 

Franklin(프랭클린)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8.92 

Fulton(풀턴)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9.92 

Genesee(제네시)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3.86 

Greene(그린)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9.92 

Hamilton(해밀턴)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8.92 

Herkimer(헤르키머) $671.58 $1,343.17 $1,141.69 $1,914.02 $1,163.59 $1,939.62 $308.07 

Jefferson(제퍼슨)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7.70 

Kings(킹스) $623.39 $1,246.78 $1,059.76 $1,776.67 $1,070.39 $1,794.47 $265.03 

Lewis(루이스)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8.92 

Livingston(리빙스턴) $518.10 $1,036.21 $880.78 $1,476.60 $924.67 $1,543.04 $234.65 

Madison(매디슨)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8.92 

Monroe(먼로) $518.10 $1,036.21 $880.78 $1,476.60 $924.67 $1,538.56 $233.54 

 



보장 유형: 

개인 부부 

26세 미만 부양 자녀 26-29세 미만 부양 
자녀 

21세 
미만 
자녀만 
해당* 

카운티 개인 + 
자녀(들) 

부부 
       부부 
+ 
자녀(들) 

개인 + 
자녀(들) 

부부 
      부부 
+ 
자녀(들) 

Montgomery(몽고메리) $594.56 $1,189.12 $1,038.89 $1,721.18 $1,040.57 $1,724.00 $270.94 
Nassau(나소) $597.73 $1,195.45 $1,016.14 $1,703.53 $1,066.95 $1,788.70 $246.54 
New York(뉴욕) $623.39 $1,246.78 $1,059.76 $1,776.67 $1,070.39 $1,794.47 $265.03 
Niagara(나이아가라)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4.09 
Oneida(오나이더)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7.70 
Onondaga(오논다가)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9.42 
Ontario(온타리오) $518.10 $1,036.21 $880.78 $1,476.60 $924.67 $1,538.56 $233.54 
Orange(오렌지) $617.17 $1,234.35 $1,049.19 $1,758.95 $1,101.65 $1,846.89 $337.51 
Orleans(올리언스)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4.64 
Oswego(오스위고)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306.62 
Otsego(옷세고) $671.58 $1,343.17 $1,141.69 $1,914.02 $1,163.59 $1,939.62 $308.07 
Putnam(퍼트넘) $617.17 $1,234.35 $1,049.19 $1,758.95 $1,101.65 $1,846.89 $337.51 
Queens(퀸스) $623.39 $1,246.78 $1,059.76 $1,776.67 $1,070.39 $1,794.47 $265.03 
Rensselaer(렌셀러)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5.19 
Richmond(리치먼드) $623.39 $1,246.78 $1,059.76 $1,776.67 $1,070.39 $1,794.47 $265.03 
Rockland(록랜드) $643.29 $1,286.59 $1,093.60 $1,833.40 $1,148.28 $1,925.06 $281.52 
Saratoga(새러토가)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7.00 
Schenectady(스키넥터디)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7.00 
Schoharie(쇼하리) $611.54 $1,223.08 $1,060.12 $1,761.26 $1,070.28 $1,778.29 $277.68 
Schuyler(스카일러)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9.42 
Seneca(세네카) $518.10 $1,036.21 $880.78 $1,476.60 $924.67 $1,543.04 $234.65 
St Lawrence(세인트로렌스) $519.47 $1,038.95 $883.11 $1,480.50 $927.25 $1,554.51 $298.92 
Steuben(스투번)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9.42 
Suffolk(서퍽) $597.73 $1,195.45 $1,016.14 $1,703.53 $1,066.95 $1,788.70 $246.54 
Sullivan(설리번) $617.17 $1,234.35 $1,049.19 $1,758.95 $1,101.65 $1,846.89 $337.51 
Tioga(티오가) $559.36 $1,118.73 $950.92 $1,594.18 $998.47 $1,673.89 $309.19 
Tompkins(톰킨스) $662.12 $1,324.25 $1,125.62 $1,887.06 $1,147.27 $1,923.36 $311.24 
Ulster(얼스터) $617.17 $1,234.35 $1,049.19 $1,758.95 $1,101.65 $1,846.89 $337.51 
Warren(워런)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7.00 
Washington(워싱턴) $564.80 $1,129.59 $960.15 $1,609.67 $1,008.16 $1,690.16 $259.92 
Wayne(웨인) $518.10 $1,036.21 $880.78 $1,476.60 $924.67 $1,543.04 $234.65 
Westchester(웨스트체스터) $643.29 $1,286.59 $1,093.60 $1,833.40 $1,133.93 $1,901.00 $266.80 
Wyoming(와이오밍) $472.42 $944.85 $803.12 $1,346.41 $843.27 $1,413.73 $234.64 



 
 
* 자녀에만 해당하는 월 보험료 금액은 아직 21세가 안 된 자녀 최대 3명까지의 인당 비용입니다.  보장 가구 내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뿐인 경우, 제시된 월 보험료 금액을 이용하십시오. 보장 가구 내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뿐일 경우,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월 보험료 금액에 2를 곱합니다.  보장 가구 내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자녀에만 
해당하는 월 보험료 금액에 3을 곱합니다. 
 
 
비차별 정책 공지  
 
NY State of Health는 관련 연방 민권 법률 및 주 법률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신념/종교, 성별, 나이, 결혼 여부/가족 상태, 신체적/정신적 장애, 임신 관련 상태, 체포 기록, 전과,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소인성 유전적 특징, 군 복무 여부, 가정 폭력 피해 여부 및/또는 보복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NY State of Health가 귀하를 차별했다고 생각될 경우 
www.health.ny.gov/regulations/discrimination_complaints/로 이동하거나 Diversity Management 
Office(DMO@health.ny.gov)에 이메일을 보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에 관한 민원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https://ocrportal.hhs.gov/ocr/smartscreen/main.jsf)에 온라인으로 문의하시거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으로 우편 문의, 1-800-368-1019(TTY 1-800-537-7697)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만 제기 양식은 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NY State of Health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장애를 가진 분께는 무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 교환원 서비스를 통한 TTY 
• 맹인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고 대체 형식(큰 글자, 오디오 또는 데이터 CD 또는 점자)으로 된 
통지 또는 기타 서면 자료가 필요한 경우 1-855-355-5777(TTY: 1-800-662-122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Y State of Health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분들께 다음과 같은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자질 있는 통역사 
• 다른 언어로 된 지면 정보  
 
이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55-355-5777(TTY: 1-800-662-122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Yates(예이츠) $518.10 $1,036.21 $880.78 $1,476.60 $924.67 $1,543.04 $234.65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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