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환자 보호 및 저가 의료법)에는 직원 

건강보험을 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소기업 건강관리 세금 공제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비용을 상계하기 위한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 소기업 건강 혜택 

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SHOP)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함으로써, 고용주들은 

추가적인 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의 SHOP은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하고 직원들을 

등록하는 과정을 능률화하므로, 

기업주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으면 
직원 보험을 더 
저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에 대한 자격 기준
소기업은 이 과세연도에 풀타임에 

해당되는 25명 이하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50,000달러 

미만의 평균 연봉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보험료 비용에 대해 5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 건강관리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납입 

요건은 추가 혜택(안과, 치과 및 다른 

제한된 범위의 혜택)에 적용됩니다. 

평균 임금이 25,000달러 이하인 풀타임에 

해당되는 1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최대 금액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비과세 

고용주들은 다른 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세금 공제 비율이 약간 

더 낮습니다.

사 실  자 료

소기업 세금 공제

세금 공제는 2013 
과세연도에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더 
인상됩니다.

Covered California의 SHOP을 이용하면 고용주들이 민간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적격이고 서로 경쟁하는 다수의 건강보험 

플랜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들은 SHOP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금까지는 소수의 소기업 고용주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의 표는 풀타임에 해당되는 25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비과세 기업 포함)가 보험료 비용을 부담하는데 도움이 되는  

2 단계의 세금 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세연도(들)
보험료 비용에 대한 비율로  
표시되는 최대 세금 공제

보험료 비용에 대한 비율로  
표시되는 비과세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최대 세금 공제

1 단계 2010–2013년 35% 25%

2 단계 2014년에 시작 50% 35%

첫 번째 단계에는 2010-2013 과세연도가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의 적격 보험료 비용에 대해 최대 35퍼센트의 

차등제 세금 공제가 제공됩니다. 비과세 고용주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원 및 임금 요건이 적용되며, 최대 세금 공제는 적격 

보험료 비용에 대해 최대 25퍼센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14 과세연도에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최대 세금 공제가 보험료 비용의 50퍼센트로 인상되고, 비과세 

고용주에 대한 최대 세금 공제는 35퍼센트로 인상됩니다. 

소기업들이 2014년에 제공되는 세금 공제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Covered California의 SHOP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 금액은 고용주가 직원의 연간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및 Medicare 세금에 Medicare 

세금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버전: 2013년 8월

CoveredCA.com

Covered California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양질의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보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세금 공제 금액 및 기간에 대한 결정
고용주가 받는 세금 공제는 풀타임에 해당되는 직원 수,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금 공제는 2013 과세연도에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더 

인상됩니다. 세금 공제는 총 2년 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는 소기업의 예:
풀타임에 해당되는 10명의 직원이 있는 미용실 

직원 풀타임에 해당되는 10명의 직원

임금 총 $250,000(직원 당 $25,000의 평균 임금) 

직원 건강보험 비용 $70,000

2013년 세금 공제 $24,500 (35%)

2014년 세금 공제 $35,000 (50%)

Covered California는 금년 말 경에 고용주들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CoveredCA.com을 방문하거나,  

(877) 453-9198로 전화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