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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시민처럼

오바마케어 법안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야한다.

만약 최소한의 건강보험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인에게도 벌금(Tax Penalty)이 부과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

에 가입할 수있는데 Marketplace를 통하면 정부에서 보조하

는 건강보험을 저렴하게 들수도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미국입

국 또는 신분변경후 신분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또는 DACA 추방유예 수혜자는 합법적

인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Marketplace를 통해 건강

보험은 들 수 없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이민청원서를 이미 승인받

은 외국인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써 Marketplace

를 통해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취업이민 1순위 또는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

하는 경우 취업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데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는 Marketplace를 통하여 건강

보험을 들 수 없다.

그리고 세법 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만 오바마케어 법안은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요구한다. 이민법상의 거주자

와 세법상의 거주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민법상의 거주지는 외국인의 거주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민법과 달리 세법상 외국인은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면 미국 거주자가 되는데 그 테스트

에 의하면 외국인이 올해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고 지난 3년 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면 미국 거주

자가 된다.

여기서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올해 체류한 일수는 100% 그대

로 더하고 2014년의 날수는 3분의 1을 2013년의 날수는 6분의 1을 더했을 때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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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분의 외국인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항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규정에도

예외가 있는데 설사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의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세금을 내고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은 들지 않아도 벌

금이 없다.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려면 외국인은 올해에 미국에 183일 미만동안

체류했어야 하고 미국보다 세법상 집이 있는 외국과 더 많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연관성은 공식적인 폼과 서류에 거주지를 어디로 하였는지, 가족, 재산, 사업, 본가 등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는 통과

할 수 없다.

F, J, M, Q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일수 계산을 5

년 동안 하지 않는다.

5년 후에도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

그리고 J, Q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 연수생, 교수, 의사, 연구원 등은 2년 동안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일수 계산을 하지 않는다. 위의 비 이민신분을 소유한 외국인들은 장기기간 동안 비거주자로세금보고

를 할 수 있고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Marketplace에서 건강보험을 들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

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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