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ed California의

시작하기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

1. 	귀하의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의

세금 공제 자격
다음의 경우 귀하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금 공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Full-time에 해당되는 2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연 평균 5만달러 이하를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경우
•

2.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귀하와 귀하

직원들을 위한 최상의 옵션을 결정하십시오.

3. 	공인 보험 대리인과 플랜 및 가격 옵션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4. 	세금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귀하가 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적어도 직원 보험료의 50%를 지불하는 경우

공인 보험 대리인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

이들은 가장 최근 마켓플레이스 지식을
소유하고 있도록 Covered California™
로부터 포괄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

이들은 가입 과정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Covered California 정보의 이용을
제공합니다.

•

이점에 대해 고려하십시오.

이들은 판매 과정을 통해 귀하를 안내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에
대한 자세한 정보
CoveredCA.com/ForSmallBusiness
(844) 332-8384
전화로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7000000-KOR-0815

D-CCA-00000000

귀하의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확장되고 저렴한 건강 보험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Covered California
해당될 수 있는 요건

귀하의 비즈니스에 주는 혜택:
재무 관리
보험 보장의 등급과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지 귀
하가 결정합니다.

•

1-100 명의 적격자* 직원들로 구성된 그룹

•

적어도 한 명의 W-2 직원이 있어야 함

세금 혜택

Covered California을 통하여 보험을 구입하면
세금 공제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결제
모든 건강 플랜 보험료는 하나의 통합 월별 송장
으로 결제됩니다.
직원들의 애사심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을 제공해 우수한 직원
들을 고용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기업의 고려사항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
소기업들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4가지의 보험 보장 등급으로
Bronze, Silver, Gold 및 Platinum과 표준화된 건강
혜택을 갖춘 건강 플랜을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혜택을 위해 많은 소기업들이 보험 보장을
제공합니다.
Covered California공인 보험 대리인들은 귀하의
예산을 만족시키고 귀하의 직원들에게 양질의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CoveredCA.com/ForSmallBusiness

생산성
건강 보험은 질병을 예방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직
원들의 장기 결근을 줄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 직원들에 주는 혜택:
직원 선택
어떤 건강 플랜과 해당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가 직
원들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맞는지 직원들이 결정합
니다.
실시간 지원
플랜 선택과 가입은 공인 보험 대리인의 지원을 받
습니다.
고객 서비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센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 직원은 한 달 근무에 기초하여 평균 주 30
시간 일합니다. 주 20- 29시간 사이 근무하는
part-time 직원들에게 보험 보장을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공인 보험
대리인에게 적격성 지침의 전체 목록을
요청하십시오.
*

어떻게 진행되나
•

 인 보험 대리인과 함께 보험 보장 옵션을
공
알아봅니다.

•

귀하가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보험 보장
등급을 선택합니다.

•

직원의 보험 보장 비용(최소 50%)과 직원
부양가족들의 보험 보장 비용(선택사항)에
대한 기여 금액을 정합니다.

•

그런 다음 직원들이 귀하의 공인 보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보험 보장 등급
내에서 직원들의 필요에 맞는 특정한 보험을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