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건의 뉴욕주를 통해 6백만 명이 등록했다고 발표  

  

주정부 마켓플레이스,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  

  

미국 구호 계획은 소비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건의 뉴욕주(New York State of Health)(주 공식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가 메디케이드(Medicaid),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아동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 및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Qualified Health Plans)에서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이 총 6백만 명의 기록적인 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대한 이정표는 상업적 보장에 등록하는 소비자를 위한 

미국 구호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롭고 

증가된 재정 지원과 발을 맞춥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후 뉴욕주를 재건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뉴욕 주민들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6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보건의 뉴욕주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며, 이는 엄청난 업적입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15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증가한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120,000명에 달하여 의료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보건의 

뉴욕주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이전에 재정 지원 자격이 없었던 고소득 뉴욕 주민 수만 

명에게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등록:  

  

메디케이드  4,539,000  

에센셜 플랜  893,000  

아동 건강 플러스  387,000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  220,000  

총  6,039,000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319/tex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319/text


 

 

  

미국 구호 계획은 소득이 낮거나 중간 정도(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400% 미만)인 현재 및 신규 보건의 뉴욕주 등록자에게 더 높은 세액 공제를 

도입하여 의료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최대 51,040달러의 소득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이것은 연간 최대 104,800달러의 소득입니다. 보건의 뉴욕주는 3월 

31일부터 뉴욕 주민들에게 이러한 강화된 세금 공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5월 

중순에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의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청구하지 않은 

등록자에게 이러한 높은 세금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했습니다. 6월에는 소득이 높은 개인 

또는 소득이 400% 연방 빈곤 수준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도록 세금 공제 자격이 

확장됩니다. 또한 6월부터 보건의 뉴욕주는 실업 수당을 받는 뉴욕이 최대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을 시행합니다.  

  

보건의 뉴욕주 전무 Donna Frescat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6백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의 뉴욕주는 보험 보장에 대한 원활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엄청난 등록 이정표는 뉴욕 주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진행 중인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소비자가 강화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공개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www.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또는 전화 

1-855-355-5777 또는 무료 등록 지원 연결을 통해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구호 계획에서 보건의 뉴욕주 등록자가 혜택을 얻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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