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년간 회원이었다면              에서 첫번째 원형         ‘Yes, You do not owe...’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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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5 Sanders Rd. | Northbrook, IL 60062 | Phone 773.777.8889 | Fax 773.777.0695 | www.cmmlogos.org 

 

 
 
 
 
 

 At the present time your plenty will supply what they need, so that in turn their plenty will supply what you need.  The goal is equality (2 Corinthians 8:14) 
 
Christian Mutual Med-Aid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a Biblically-based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through which Christians share God’s blessings by sharing the cost of one another’s qualifying medical expenses. As such,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and 
should not be referred to or considered as a substitute for any other type of health or medic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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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거주  회원 세금보고  작성 안내  

 

면제번호 받기 - NJ Insurance Mandate Coverage Exemption Application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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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J-1040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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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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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기독의료상조회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Yes. You do not owe a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Fill in the oval at line 53, NJ-1040, and enclose this 
schedule with your return.

  No. Continue to Part II.

PART I

PART I
PART II  

PART II 

뉴저지 건강 보험 시장 보존법에 관한 안내 내용입니다. 최근 뉴저지법에 의하면 뉴저지 거주자들은 건강보험 
유지 또는 로고스 미션 (Logos Missions, Inc. : CMM 기독의료상조회 모체)과 같은 의료비 나눔사역(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https://nj.gov/treasury/njhealthinsurancemandate/exemptions.shtml 

‘NJ Insurance Mandate Coverage Exemption Application’ 클릭 후 Group Membership 중에서 ‘Health Care 
Sharing’ 상자 체크하고 ‘Continue’ 클릭

회원이었던 날짜를 입력(예: January 1 - December 31). 이어서 질문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 

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밑에 있는 ’Continue’ 클릭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의 이름으로 ‘Logos Missions, Inc’ 입력(CMM 기독의료상조회의 모체임)한 후 아래에 있는 
Check Box 3곳을 클릭

빨간색 글씨체로 승인 상자가 보이면 체크하고 ‘Continue’ 클릭

모든 내용 확인란을 선택하고 ‘Submit’ 클릭

페이지 하단에 면제번호가 생김. 이후 Schedule NJ-HCC 작성할 때 필요한 번호이므로 반드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면제 청구할 때에 필요한 번호입니다.

             에는 면제 신청하는 각 사람마다 정해진 ‘면제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이었던 달을 체크

허용된 공간에 부양가족 등록이 부족할 경우, 신청서를 프린트하고 복사본에 부양가족의 이름과 쇼설 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질문 번호 14: 기독의료상조회는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No Health Insurance’ 상자 클릭

질문 번호 53: 1년간 회원이었다면 면제 요청임으로 금액 $0.00 입력

이 법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이나, 또는 합당한 기간 동안, 뉴저지 거주자들은 최소 필수 건강보험(MEC)이 
있어야 합니다. 이법에 적합치 못할 경우는 책임 공유 지불(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에서 2020년도 세금보고 할 때에는 Schedule NJ-HCC 도 작성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Schedule NJ-HCC 작성 방법

*** 이것은 정보 서비스이며 자세한 문의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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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넘어가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