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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2월 4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건강이건강이건강이건강이 2백만백만백만백만 명의명의명의명의 등록을등록을등록을등록을 달성했다고달성했다고달성했다고달성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민은주민은주민은주민은 등록까지등록까지등록까지등록까지 2주주주주 미만의미만의미만의미만의 시간이시간이시간이시간이 남았습니다남았습니다남았습니다남았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건강(NYSOH) 마켓 플레이스에서 뉴욕 주의 저렴한 건강 

보험에 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등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의 건강 교환을 위한 최신 

등록 기록이며 89%의 등록자들은 그들이 마켓 플레이스에 가입했을 당시에 보험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 한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건강 보험에 

만족한다(92%), 그들의 케어에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보험을 사용한다(84%)라고 압도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2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이 뉴욕 주 건강 마켓 플레이스의 성공적인 구현 덕분에 양질의 

저렴한 헬스 케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헬스 

교환을 위한 커다란 이정표이며 뉴욕이 모두를 위해 더 건강한 주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그들을 위한 보험 계획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진행의 증거입니다. 저는 가입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마감 전에 등록하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주의 건강부 직원과 파트너들 헌신과 노력 덕분에 NYSOH 마켓 플레이스는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라고 NSOH 행정 이사 Donna Frescatore가 말했습니다. “2월 15일까지의 공개 등록 

마감을 앞두고, 우리는 주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의 공개 등록은 2014년 11월 15일에 시작되어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월 15일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그들이 매우 제한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은 시작되는 

2016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연방 법에 따라 무보험 개인은 2015년 증가할 연방 세금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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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그들의 의료 보험 선택과 그들이 받는 혜택을 이어나가기 위한 등록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NYSOH의 웹사이트 계획 미리 보기 혹은 익명 쇼핑 

도구는 개인들이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보험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에 이는 260만 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NYSOH 고객 서비스 센터는 등록 시작 이후 945,134회 이상의 전화에 응답을 

했습니다. 

 

과거의 연구가 보험이 없는 많은 개인들이 이 등록 과정을 모르고 있었고 그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 NYSOH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저렴한 

의료 보험 옵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4분의 3에 가까운 사람이 그들의 보험 비용 보다 낮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교육하기 위해 NYSOH는 의료 보험 가입의 가치와 일부 밀레니엄들을 대상으로 최신의 

설명을 포함하는 간단한 정보 비디오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NYSOH의 

비디오 자료실은 여기에 있습니다http://info.nystateofhealth.ny.gov/resources.  

 

최근최근최근최근 등록등록등록등록 명세명세명세명세:  

• 총 누적 등록: 2,004,827 

• 총 메디케이드 등록: 1,491,859 

• 총 민간 보험: 512,968 

• 총 2015년 새로운 등록: 429,972 

• 총 2015년 메디케이드 등록: 297,423 

• 총 새로운 민간 보험: 132,549  

• 민간 보험 재계약 비율: 85%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건강건강건강건강 마켓마켓마켓마켓 플레이스플레이스플레이스플레이스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은 2013년 10월에 뉴욕의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인 뉴욕 주 건강(NY State of Health)을 

열었습니다. 마켓 플레이스의 원 스톱 건강 보험 쇼핑 경험은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포괄적인 계획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 건강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할인 및 세액 공제를 

통해 보험을 지불하도록 돕는 자격이 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2015년 2월 15일은 2015 공인된 

건강 보험에 등록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뉴욕 주 건강 중소기업 마켓 플레이스는 50명 혹은 

그 이하의 직원을 고용주를 위해 연간 등록이 가능합니다. 뉴욕 시민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일년 

내내 공공 의료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건강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하시거나, 고객 서비스1-855-355-5777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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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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