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계산 워크시트
이 툴을 사용하는 이유: HealthCare.gov는 현재 귀하의 월 소득과 해당 연도에 대한 예상 소득 정보를 요청합니다.
경우에 따라 월 소득에 12를 곱하여 연 소득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매월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월 소득이 다른 경우, 신청서에 정확한 월 소득을 입력한 뒤 '연 소득 변동'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체크하고
정확한 연 소득을 입력하십시오. 참고: 연중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HealthCare.gov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올바른 보험료 세금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이 오르는 경우, 귀하가 받은 세금 공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월 수령 금액

소득 유형

현재 메디케이드 자격 여부
결정 시 사용됨

직업
봉급 또는 시급(세전) 팁, 보너스, 수수료 및 퇴직금 포함.
퇴직 연금 분담금 등 세전 공제 제외. 각 직업별로 기재하십시오.

직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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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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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월 소득액

직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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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x 4주 =

총 월 소득액

주당 시간

주당 시간

2021년 예상 총액

2021년 보험료 세금 공제 자격
여부 결정 시 사용됨

직업 1:

직업 2:

자영업자/독립계약업자
양식 1099-MISC에 보고된 직업 또는 그 외 다른 양식에
보고되지 않은 기타 근로를 통한 소득. 자영업자 소득 계산 관련
워크시트는 bit.ly/btbtool로 이동하십시오.

실업 수당
귀하가 수령한 모든 실업 수당. 참고: 내년에 귀하의 수당은 연방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당
퇴직, 유족 및 장애 수당(일시불 지급 포함). 전액 포
함(비과세 대상인 경우도 포함).

연금/퇴직 수당
귀하가 퇴직 시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특정 유형의 계좌에서 인출/현금화한 금액
퇴직 시 현금화한 401(k) 플랜, IRA(Roth IRA는 제외) 또는 은퇴
저축 계좌에서 인출(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기타 저축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는 제외.

투자 소득
저축 계좌의 이자, 주식 또는 뮤추얼펀드의 배당금, 자본이득.

특수 소득 유형*:

• 받은 임대 소득
• 로열티
• 받은 이혼 수당(2019년 이전에 확정된 이혼)
• 무효화된 부채(상환이 탕감된 신용 카드 부채 등)
• 과세 장학금 소득(대부분의 장학금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님)
예외 사항:

• 부양 지원금
• 연방세 환급

합계
* 특수 소득 유형의 경우,
IRS 발행물 501을 사용하여 포
함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향군인 수당
• 보육 지원금

• 받은 대출(학자금 또는 개인 대출 등
• 근로자 보상
월 소득

• 선물
• 보조보장소득(SSI)
2021년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