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 마켓플레이스가 수백 만 명의 미국인에게 재개방되면서 뉴욕 

주민의 공개 등록이 5월 15일로 연장된다고 발표  

 

뉴욕 주민들은 보건의 뉴욕주 또는 직접 보험사로 신청 가능  

 

연방 마켓플레이스 및 수많은 주 마켓플레이스와 뉴욕을 연계하여 등록 연장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분포가 주 전체에서 계속됨에 따라 고품질 건강 보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건강 보험 공개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이 2021년 5월 15일까지 전국의 주와 맞춰 연장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장을 통해, 뉴욕은 2021년에 소비자가 가임할 시간을 더 제공하도록 연방 

마켓플레이스 및 기타 주 기반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뉴욕 의료 보험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사에 직접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제기되는 거대한 

난관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팬데믹 후 세계를 위한 재건에 대한 노력으로, 뉴욕 주민들이 

저렴한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공개 

등록을 연방 정부의 조치에 맞춰 연장하기 위한 이 상식적인 단계는 뉴욕 주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모든 분들이 

보건의 뉴욕주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을 살펴보고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  

 

 적용 범위 시작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15일까지 등록 시: 적용은 4월 1일부터 시작  

• 4월 15일까지 등록 시: 적용은 5월 1일부터 시작  

• 5월 15일까지 등록 시: 적용은 6월 1일부터 시작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 등록자는 보험의 보장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연장을 통해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Qualified Health Plan)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개인이 2021년의 보장을 위해 가입할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등록은 모든 

보건의 뉴욕주 프로그램에 열려 있으며, 이는 진행 중인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https://nystateofhealth.ny.gov/
https://www.hhs.gov/about/news/2021/01/28/hhs-announces-marketplace-special-enrollment-period-for-covid-19-public-health-emergency.html
https://www.hhs.gov/about/news/2021/01/28/hhs-announces-marketplace-special-enrollment-period-for-covid-19-public-health-emergency.html
https://www.hhs.gov/about/news/2021/01/28/hhs-announces-marketplace-special-enrollment-period-for-covid-19-public-health-emergency.html
https://nystateofhealth.ny.gov/
https://nystateofhealth.ny.gov/
https://nystateofhealth.ny.gov/


 

 

 

기타 보건의 뉴욕주 프로그램인 메디케이트(Medicaid),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아동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은 연중 내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소비자는 뉴욕주 보건부 온라인 nystateofhealth.ny.gov, 전화 

1-855-355-5777번 또는 무료 등록 지원 연결 등을 통해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 뉴욕주 상임이사 Donna Frescat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은 공개 등록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이 팬데믹과 계속 싸우고 예방 접종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등록하십시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감독관 Linda A. Lace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팬데믹이 지속되는 중에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은 Biden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공개 등록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보험이 

없는 뉴욕 주민이 보건의 뉴욕주 보험사를 선택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 주민께 보건의 뉴욕주를 통해 오늘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1월 21일에, Cuomo 주지사는 공개 등록이 2021년 3월 31로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기간 중 뉴욕주 보건부 보험 선택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상황 발생 시 금융서비스부의 정보 및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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