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건강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자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플랜을 선택합니다.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재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재정 도움이 이용 가능할까요?
HealthCare.gov는 오리건 주민들이 보험료와 가입자 부담금 납부 시 도움을 제공해 드리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음에 대해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에 도움이 되는 세금 공제: 자격이 되는 경우, 사전에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월 보험 비용(
보험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세금 환급 시 총 세금 공제액을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월별 예산이
빠듯하다면, 일년에 걸쳐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입자 부담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동 부담금 보조금: 공동 부담금 보조금은 재정 지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의사의 진료소, 병원 또는 다른 의료 제공자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을 낮추어 줍니다. 실버 레벨 플랜을 선택하고
자격 대상이 되는 특정 소득 한도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오리건 헬스 플랜(OHP/ Oregon Health Plan): 연중 언제든 OH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 헬스 플랜(OHP)은 가족,
어린이, 임산부, 미혼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OHP 자격을 얻으려면, OHP 소득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오리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 또는 장애 상태에 따라 대상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OHP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하는 것입니다. OHP.Oregon.gov에서 신청하십시오.

자격 요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구 규모

소득 기준 (다음 월 소득
미만) OHP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다음 월 소득
미만)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다음 연 소득
미만)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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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3,175

$4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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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2,453
$2,961

$4,298
$5,421
$6,545

$67,640
$85,320
$103,000

(세금 환급 신청 시)

더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 사항: 소득이나 부양 가족 수의 변경이 생긴다면, HealthCare.gov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변경에 따라 자격 대상이 되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연말에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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