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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A 양식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1. 저는 왜 NY State of Health(뉴욕 보건국)으로부터 1095-A 양식을 받은 건가요?  

  

귀하는 2022년 전체 또는 일부 기간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NY State of Health 

를 통해 민영 건강 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양식 1095-를 받으셨습니다.  

 

1095-A 양식은 NY State of Health(뉴욕 보건국)을 통해 브론즈, 실버, 골드 및 플래티늄 

수준의 Qualified Health Plan(QHP)을 구입하신 소비자에게만 발행됩니다. 1095-A 

양식은 자연 재해 플랜이나 Medicaid 플랜, Child Health Plus, 또는 Essential Plan 

은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PTC, 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아니므로, 

해당 플랜의 소비자에게는 1095-A 양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저는 1095-A 양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2022년 전체 또는 일부 기간에 NY State of Health를 통해 

재정 지원이 되는 건강 보험 보장에 가입했을 경우:  

1095-A 양식은 여러분의 연방 소득 신고서 작성 시에 필요합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받으신 재정 지원은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사전 지불(APTC, Advance 

Payments of the Premium Tax Credit)의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국세청은 APTC를 

지급받은 사람이나 가족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IRS 8962 양식, Premium Tax 

Credit(PTC,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962 양식은 

www.irs.gov로 접속 가능한 IRS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095-A 

양식은 8962 양식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2022년 전체 또는 일부 기간에 NY State of Health를 통해 

재정 지원이 없는 건강 보험 보장에 가입했을 경우:  

건강 보험 비용 지불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소득에 따라 세금 

신고 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PTC, Premium Tax 

Credit)을 청구하시려면 연방 소득 신고서 작성에 1095-A 양식이 필요합니다. 

PTC는 프리미엄 비용을 충당하고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세금 

크레딧입니다. 2022년 3월 서명 승인하여 법제화된 미국 구조 계획법으로 하여 

연방 빈곤 수준(FPL)의 4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도 PTC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식 8962의 지침을 참고로 본인이 이 크레딧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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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크레딧을 청구하시려면 IRS 8962 양식, Premium Tax Credit(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962 양식은 www.irs.gov 로 접속 가능한 IRS 

홈페이지나 여러분의 세무 대리인에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95-A 양식은 8962 

양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작년에는 1095-A 양식을 받았는데, 지금은 Essential Plan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1095-A 양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금 신고 시에 해당 양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1095-A 양식은 Premium Tax Credit(PTC,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만 발행됩니다. 2022년에 Essential Plan에 가입하셨고 PTC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식 1095-A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1095-A 양식에는 어떤 유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1095-A 양식은 PTC를 청구하고자 하시거나 이미 받은 APTC를 맞출 필요가 있을 때 

8962 양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양식 1095-A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파트 I: 귀하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각 1095-A 양식에 보고된 특정 건강 보험 플랜 

시작일 및 종료일을 제공함.  

 

파트 II: 같은 보험 정책 아래 보장을 받는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재정 지원을 신청하셨으며 세금 신고시 누가 가족으로 간주되는지를 보고하신 

경우, 파트 II는 귀하의 세금상 가족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합니다. 세금상 다른 

가족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본인의 1095-A 양식을 받게 됩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파트 II는 세금상 가족이 아니라도 같은 정책 아래 

보험에 가입된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파트 III: 한 해 모든 달에 해당하는 3가지 정보를 제공함:  

  

1. Essential Health Benefits(필수 건강 포함 혜택)에 기인한 귀하의 QHP 

지분과, 적용 가능한 경우 Stand Alone Dental 프리미엄. 귀하의 1095-A 

양식에 보고된 해당 프리미엄 비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6번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거주 카운티 내에서 커버리지 가족 유형에 따른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의 실버 플랜 프리미엄 비용. SLCSP의 프리미엄 비용은 IRS가 이 

프리미엄 비용을 사용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비용을 계산하므로 그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APTC를 사용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은 APTC 없이 가입하신 사람들(재정 지원 

http://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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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격을 충족한 APTC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올바른 SLCSP를 찾을 수 있는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적용 가능한 경우, 사전 지불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은 귀하의 보험 정책 

발행인에게 대신 지급됩니다.  

  

5. 저는 왜 하나 이상의 1095-A 양식을 받은 건가요?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가 1095A 양식을 여러 개 발행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QHP 내의 변화: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2022년에 보험을 변경하셨다면, 

당사가 보험별로 가입 내역을 양식 하나에 담아 보내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강 보험에 가입하셨다가 가입을 해지하시고 같은 보험에 다시 또 

가입하신 경우, 두 개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양식을 각각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플랜에 가입된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QHP에 가입된 경우, 각 건강 보험 플랜마다 양식을 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APTC 사용 내의 변화: 귀하나 귀하의 가족 중 누군가가 어느 달에는 APTC를 

사용하고 그 다음 달에는 APTC 사용을 중단하신 경우(또는 그 반대인 경우), 

APTC를 사용한 달을 위한 양식 하나가 발행되고 APTC를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양식 또 하나가 발행됩니다. 

  

 가입자 변화: 보험 정책 주요 가입자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주요 가입자였던 달을 위한 양식 하나가 발행되고, 또 다른 사람이 주요 

가입자였던 달을 위한 양식 또 하나가 발행됩니다..  

  

6. 1095-A 양식에 기재된 월 프리미엄 비용이 계정에 표시된 비용이나 건강 보험 

청구서에 기재된 비용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방 규정은 (A)PTC가 Essential Health Benefits(EHB, 필수 건강 보험 혜택)으로 

간주되는 혜택에만 사용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EHB가 아닌 혜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95-A 양식이 PTC 청구나 APTC 맞춤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해당 양식은 EHB를 커버하는 프리미엄 몫만을 포함하며, 귀하께서 

지불하신 월 프리미엄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립형 치과 

보험에 가입되셨던 경우, 귀하의 건강 보험 플랜 프리미엄 뿐만이 아니라 EHB로 

간주되며 소아 보험 커버 부분에 해당하는 치과 보험 커버리지 프리미엄 또한 

귀하의 월 프리미엄 비용에 포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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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Health Benefits(필수 건강 보험 혜택)의 목록은 이 주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info.nystateofhealth.ny.gov/news/what-are-essential-health-benefits 란 

무엇입니까? 일부 건강 보험은 EHB만 포함하며, 다른 플랜에는 추가 혜택(침술과 

같은)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아닌 사람(동거인 또는 부양 가족이 아닌 자녀)과 함께 

건강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이 1095-A 양식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소득 신고 시 부양 가족으로 기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재정 지원 포함 

건강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본인과 본인의 부양 가족(해당 경우)을 위한 1095-A 

양식이 귀하에게 제공되며, 가족이 아닌 사람은 1095-A 양식을 따로 받게 됩니다.  

  

IRS는 저희가 건강 보험에 가입된 각 세금상 가족에게 1095-A 양식을 따로따로 

전달하고, 1095-A 양식에 특정 세금상 가족에게 해당하는 정보만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8. 제 부양 가족과 저는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095-A 양식에 부양 가족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 보장 연도 신청서에 해당 개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며 따라서 별도 세금 가족에 

속한다고 기재하셨다면, NY State of Health에서 해당 개인에게 별도의 양식 1095-A 

를 발송했을 것입니다. NY State of Health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사후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본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셔서 2023 가입 연도 신청서에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9. 저희 가족 모두가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했었으나, 가족 중 한 사람만 1095-A 양식을 받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양식 사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재정 지원에 가입하신 경우, 1095-A 양식은 각 건강 보험에 가입된 각 세금상 가족 

중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커플이 하나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은 가입 배우자 한 

명에게만 1095-A 양식을 보냅니다. 결혼한 커플이 부양 자녀가 아닌 자녀와 함께 

재정 지원 포함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저희는 가입자에게 1095-A 양식을 

하나 보내고 부양 자녀가 아닌 자녀에게 두 번째 양식인 1095-A 양식을 보냅니다. 

이때 양식은 같은 정책 아래 커버되는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도 각 세금상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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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귀하께서는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에 본인의 세금상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릴 필요가 없으며 건강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을 위한 1095-A 양식 1부가 가입자에게 보내집니다.  

 

10. 1095-A 양식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양식의 대체 사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1095-A 양식이 귀하께 발행되었으며 귀하께서 본인의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 계정 내 주인이신 경우, www.nystateofhealth.ny.gov 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 

계정에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에 로그인하신 뒤 메시지 보관함에서 

1095-A 양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계정에 접속하실 수 없는 경우, 

1-855-766-7860으로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95-A 양식이 귀하꼐 발행되었으나 귀하께서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 

계정 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1-855-766-7860으로 뉴욕 주 보건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저에게 발행되지 않은 1095-A 양식에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은 1095-A 양식과 그 내용을 양식이 발행된 

사람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양식 1095-A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수취인에게 문의하거나 NY State of Health에 1-855-766-7860 

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장 연도 2022년에 발생한 상황의 변동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8962 양식은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에 보고하지 않은 변경 사항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상황 변화를 보고하지 않으신 경우, 

추가 PTC를 받으실 수 있거나 IRS에게 PTC를 상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양식 1095-A에 기재된 정보는 귀하가 2022년 가입 연도에 NY State of Health에 

신고하신 정보입니다. 2022년 가입 또는 자격에 적용된 본인 계정에 담긴 정보는 

사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내용 변경은 미래에 적용되는 사항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연간 소득 변동, 피부양자 등록 예정자, 거주지 등 변경 사항을 신청서에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변경 사항들은 본인의 현재 양식 1095-A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http://www.nystateofhealth.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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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 보건국을 통해 건강 플랜에 등록한 경우 30일 이내에 항상 상황 

변화를 보고해야 합니다. 

 

13. 재정 지원 포함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제 1095-A 양식이 제가 건강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달에도 저에게 APTC가 지급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귀하께서는 본인의 건강 보험 프리미엄 분담금을 지불한 달에 대해서만 PTC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보험이 프리미엄 분담금을 내지 않은 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달에 대한 PTC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5월: 귀하께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본인의 

프리미엄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달 귀하의 

건강 보험에 APTC가 지급됩니다. 

 

 

2022년 6월: 귀하께서는 본인의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커버리지를 직접 해지하지 

않아 6월분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6월 건강 

보험에는 APTC가 지급됩니다.  

 

2022년 9월: 6월 프리미엄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으셨으며 

6월 30일부로 소급적으로 커버리지가 

종료됩니다. 연방 프리미엄 지불 유예 기간 

규칙에 따라 건강 보험은 귀하께서 6월에 

이용한 모든 보장이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달에 

해당하는 APTC를 받으실 자격은 없습니다. 

그 달의 APTC를 받으실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달에 받은 APTC 비용을 IRS에 갚으셔야 

합니다. 이때 6월 이후에는 APTC가 더이상 

2022년 1월: 재정 지원 포함 건강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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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상환 의무는 1개월치에 

대한 것 뿐입니다. 

 

 

14. 2022년에 뉴욕 보건국을 통해 건강플랜에 가입했고 다른 최소 필수 혜택에는 

가입하지 않았는 데 왜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까?  

 

의료 보험 개혁법(ACA)에는 건강 보험이 개인이나 가족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의 금액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가구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적용되는 두 번째로 낮은 비용의 실버 

플랜(SLCSP)의 비용입니다. SLCSP 비용이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높으면, 

해당 개인 또는 가족은 PTC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SLCSP 비용이 지정 

비율보다 낮다면, 해당 개인 또는 가족은 PTC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장이 

이미 적당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양식 8962의 지침 내 2번 표는 한 사람이나 가족의 소득에 기반하여 거주 카운티 내 

SLCSP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소득 퍼센티지 비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5. 1095-A 양식에 나와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다른 FAQ 답변을 참조해 귀하의 1095-A 양식 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로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 1-855-766-7860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16.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로 부터 수정된 1095-A 양식을 받았습니다. 

소득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은 세금 관련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irs.gov 를 방문하시거나, 본인의 상황을 

세무사와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장 신청 시 알고 있던 제 소득 관련 정보를 토대로 2022 NY State of Health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022년 세금 신고를 마쳤더니, 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고 

http://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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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크레딧의 금액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저는 추가 세금 

크레딧을 상환해야 하나요? 또 상환해야 하는 크레딧 양에 제한이 있나요?  

  

2022년 본인의 실제 소득이 2022년 뉴욕 보건국에 신고한 소득보다 높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세금 크레딧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셨다면, IRS에서 귀하의 세금 

환급 금액을 계산할 때 귀하가 받으신 초과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실제 소득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에 관해서는 양식 8962 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www.irs.gov 를 방문하십시오. 

 

18. 2022년 세금 신고를 마친 후 IRS에 환급해야 하는 세금 크레딧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까?  

  

실제 소득이 2022년 예상 소득보다 높았기 때문에 세금 크레딧을 환급하셨다면, 

2023년에는 받으실 세금 크레딧을 모두 사용하기보다 세금 크레딧 최고 금액의 

일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에 연간 

소득이 바뀔 경우, 즉시 NY State of Health에 변동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 크레딧 상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께서 NY State of Health(뉴욕 

보건국) 신청서에 기재하신 본인의 예상 소득이 정확함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연간 소득이 바뀔 경우, 즉시 NY State of Health에 해당 변동 내역을 

신고하십시오.  

  

19. 2022년 세금 신고 후, 보험료 세금 크레딧이 NY State of Health 자격 고지서를 

받았을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귀하의 선급 프리미엄 세금 공제 금액은 귀하가 추정한 가계 소득 및 귀하가 

등록했을 때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합니다. IRS 8962 양식을 작성하시면 귀하의 

총 소득 세액 공제액은 실제 수입과 귀하가 살고있는 카운티의 두 번째 최저 비용 

실버 플랜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IRS 8962 양식의 최종 보험료 공제액이 귀하의 

사전 보험료보다 높으면, 더 큰 환급 또는 낮은 세금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IRS에 세금 크레딧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제 건강 보험에도 세금 크레딧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금 크레딧은 IRS와 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강 보험과 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file:///E:/Skype/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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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저는 Cost Sharing Reductions(CSRs, 비용 공유 삭감) 포함 NY State of Health 

(뉴욕 주 보건국) 건강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소득 신고서 제출 시에 CSR 

혜택을 조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CSR은 조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22. 2022년에 받을 자격이 있는 APTC 금액에 대해 NY State of Health와 이견이 

있습니다.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 인물이 받을 수 있는 APTC의 양을 포함하는 자격 충족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 APTC 자격 충족 결정의 

대부분은 귀하께서 1095-A 양식을 받으실 때에는 이미 항소가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APTC를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신 APTC 금액과 수령 대상 금액에 

대해 연방 세금 환급 금액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2022년 APTC 자격에 대해 NY 

State of Health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보다 세금 환급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수령 

대상 세금 크레딧을 전액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23. 1095-A 양식에 나온 정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1095-A 양식은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FAQ 답변을 참조해 귀하의 1095-A 양식 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로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NY State of 

Health (뉴욕 주 보건국) 1-855-766-7860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24. 세금 신고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세무 도우미나 세무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S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www.irs.gov 에 접속하시거나 (800) 829-1040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전화하십시오. IRS 웹사이트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도움과 자료(Help and Resource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란 “지역 

납세자 대변인(Local Taxpayer Advocates)” 및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ow Income 

Tax Payer Clinics)”을 포함합니다.  

  

소득이 $60,000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거나 고령인 

납세자를 위해 세금 신고 자원봉사소(VITA)를 통한 무료 세무 지원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00)-906-9887로 연락하시거나 

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irs.gov/
http://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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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http://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http://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http://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http://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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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2년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까?  

 

세금 크레딧을 1개월 이상 받은 경우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1040EZ 

양식과 같은 짧은 양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40이나 1040A 양식과 같은 더 긴 

양식 중 하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소득 신고서와 함께 8962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irs.gov 를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크레딧 없이 가입하셨던 경우 www.irs.gov 를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6. NY State of Health가 아닌 곳에서 양식 1095를 제게 발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식 1095는 고객이 2022년에 가입한 건강보험의 유형마다 별도로 발송됩니다. 

양식 1095는 1095-A, 1095-B 및 1095-C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양식 1095-는 2022년 중에 마켓플레이스에서 QHP(세금 크레딧 유무 여부 무관)에 

가입한 사람에게 생성 및 발송됩니다.  

  

양식 1095-B는 2022년 중에 Medicaid, Child Health Plus, Essential Plan 또는 

Medicare에 가입한 사람에게 작성 및 발송됩니다. Medicare 및 Tricare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NYS Department of Health에서 해당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1095-B 양식을 생성 및 발송하지 않습니다. Medicaid, Child Health Plus 

또는 Essential Plan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요청 시 1095-B 양식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095-B의 복사본을 요청하시려면 1-800-541-2831로 전화해 주십시오. 

보험사는 재난 보험 가입자거나 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했거나 소기업 

마켓플레이스(Small Business Marketplace)를 통해 보장을 받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1095-B 양식을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1095-C 양식은 부담 적정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공동 책임 조항의 대상이 

되는 적용 가능한 대규모 기업(Applicable Large Employers, ALE)에서 발송합니다. 

ALE란 역년 내 최소 평균 50명의 전일제 직원(전일제 환산 기준 직원 포함)을 

고용한 고용주를 말합니다.  

 

양식 1095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양식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제 배우자가 주요 가입자였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배우자의 

1095-A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http://www.irs.gov/
http://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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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득을 신고하시는 경우, 저희는 배우자가 1095-A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한 미망인에게 1095-A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NY State of 

Health에 1-855-766-7860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28. 사망한 인물의 1095-A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 배우자가 

아니었으며 저는 그 사람의 1095-A 양식에 미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에 서면으로 1095-A 양식 요청을 

보내셔야 합니다. 해당 요청 시 편지에는 사망한 인물의 재산 관리자 또는 집행자의 

이름이 기재된 법정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법정 서류는 주로 Letters 

Testamentary(유언 집행장)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유산 관리장/유산 관리 

위임장)으로 불립니다. 해당 서류 획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 나면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는 관리자나 

집행자로 이름이 기재된 사람에게 1095-A 양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 사망한 인물에 대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도 1095-A 양식을 획득하시려면 

위에 나열한 서면 요청과 법정 서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 State 

of Health에 1-855-766-786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29. IRS로부터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에 대한 12C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편지는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가 작년에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의 건강 

보험 회사 대신 사전 지급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이 발행되었음을 IRS에 

통보했으므로 귀하께 보내진 편지입니다. 또한 귀하는 2022년 세금을 신고하실 때 

양식 8962를 이용하여 보험료 세금 크레딧의 선급금을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안의 정보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의무적으로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편지 내의 지침을 따라 답변에 본인의 1095-A 양식과 IRS 8962 양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은 양식 8962이나 소득 

신고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질문이 있으시면 세무사에 

문의하시거나 IR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편지에 답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상된 재정 지원에 대한 업데이트  

 

2021 년 3 월에 제정된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1 년과 2022 에 기존 NYSOH 등록자들은 더 큰 세금 크레딧을 받았고, 

고소득 뉴욕 주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APTC 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 년 

8 월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고소득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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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세금 크레딧 제공이 2025 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보장 혜택 및 세금 

크레딧은 해당되는 모든 달에 대해 소비자 1095A에 반영됩니다.   
 

세금, 세금 양식 및 면제에 대한 FAQ  

  

다음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으신 경우, www.irs.gov 를 방문하시거나 해당 질문을 

본인의 세무사와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 특별히 소득 신고에 관한 

질문이며, 저희는 세금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에 재정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서에 PTC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세금 신고상 “가족”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양 가족에 누가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 신고서에 건강 보험 커버리지를 어떻게 보고하나요? 

 

 소득 신고서에 1095-A 양식 내 정보를 어떻게 보고하나요? 

 

 저도 8962 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소득 신고서 작성 시 8962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8962 양식 

작성에 1095-A 양식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FPL은 무엇인가요?  

 

 제가 IRS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저는 IRS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IRS에 상환해야 하는 세금 크레딧은 얼마나 되나요? IRS가 

저에게 추가로 제공할 세금 크레딧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소득 신고서에 NY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국) 

프리미엄을 사업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세금 크레딧을 상환해야 하거나 추가 세금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소득을 다르게 추정해야 할까요?  

 

 저는 재정 지원 포함 건강 보험에 가입했었으며, 지금 제 현재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 100% 미만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PTC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http://www.ir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