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건강 보험 옵션 프로그램 ( S H O P )
소기업 건강 보험 옵션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Marketplace, SHOP) 는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려는 소규모 고용주가 건강 및 / 또는 치과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SHOP

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직원의 보험료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에게 더 많은 보험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액 공제로 직원 보험료 중 회사의 부담금을 지원합니다(자격이 되는 경우).
건강 보험 단독, 치과 보험 단독, 또는 건강 및 치과 보험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체가 SHOP 에 참여할 자격이 될까요 ?

기본 사업장 주소가 버지니아주여야 합니다.
소유자,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소유자나 비즈니스 파트너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 중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정규 직원(FTE)의 수가 1~50명이어야 합니다. FTE를 계산하려면 HealthCare.gov/shopcalculators-fte 에서 정규직 동급 직원 계산기 (Full-time Equivalent Employee Calculator) 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정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SHOP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SHOP을 통해서는 보험을 구매할 수 없으나
HealthCare.gov/get-coverage/ 의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
니다.

내 사업체가 소기업 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평균 수입 $50,000 이하의 직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소기업 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의료 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HealthCare.gov/small-businesses/provide-shopcoverage/small-business-tax-credits/ 에서 확인하십시오 .
세액 공제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HealthCare.gov/shop-calculators-taxcredit/에서 세액
공제 추산기(tax credit estimator)를 사용하십시오.
IRS 에서 정식으로 세액 공제 자격 결정을 내립니다 .

SHOP

에서는 어떤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보험은 버지니아주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SHOP 보험의 이용 가능성
여부는 HealthCare.gov/see-plans/#/small-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P

SHOP

을 통한 건강 보험을 어떻게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직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데 관한 정보는 HealthCare.gov/small-businesses/chooseand-enroll/shop-marketplace-overview 에서 확인하십시오 .

SHOP

보험은 어떻게 가입합니까 ?

공인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localhelp.healthcare.gov에서에
서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를 찾으십시오.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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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외부의 소규모 고용주 보험

소규모 고용주는 SHOP 외부의 건강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사는 SHOP 내외부에서 판매
되는 보험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버지니아 보험법은 소규모 고용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보험년도의 제1일 및 이전 역년의 영업일에 직원이 1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체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며, 유한 책임 회사의 단독 소유자를 개인이 과세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법
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LLC)의 직원으로 인정합니다.
자영업자는 SHOP 외부에서 소규모 고용주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의료 세액 공제는 SHOP 외부에서 구매한 보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SHOP

내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건강 보험 및 치과 보험

내외부에서 건강 보험 및 치과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 목록은
https://scc.virginia.gov/pages/Tips,-Guides-Publications 의 ‘Health Insurance( 건강
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P

HealthCare.gov

주요 연락처

이용 가능한 보험 확인
온라인상의 보험 및 비용에 관한 일반 정보
SHOP 마켓플레이스 결과에 대한 의의 신청
고객 서비스

공식 에이전트 및 브로커
보험 가입 또는 업데이트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네비게이터 그룹
Enroll Virginia ( 인롤 버지니아 )
Boat People SOS ( 보트 피플 SOS)
버지니아 건강 보험 거래소

(Virginia Health Benefit Exchange)

www.HealthCare.gov
1-800-706-7893
TTY: 1-888-201-6445

https://localhelp.healthcare.gov
https://coverva.org/business
www.enrollva.org / 1-888-392-3152
www.bpsos.org / (703) 538-2190
1-833-740-1364
ExchangeDivision@scc.virginia.gov
https://scc.virginia.gov

버지니아 보험국 – 생명 건강 고객 서비스
일반 보험 관련 문의
보험 관련 불만 조사

1-877-310-6560

리치몬드)
(804) 371-9741 ( 비영어권 이용자 )
(804) 371-9691 (

BureauofInsurance@scc.virginia.gov
https://scc.virginia.gov/pages/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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