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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복싱복싱복싱복싱 커뮤니티에커뮤니티에커뮤니티에커뮤니티에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 발표발표발표발표 
 

NY State of Health와와와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체육위원회는체육위원회는체육위원회는체육위원회는 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계체량에서계체량에서계체량에서계체량에서 복서들을복서들을복서들을복서들을 등록등록등록등록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Y State of Health, 주의 공식 건강보험 Marketplace와 

뉴욕주 체육위원회가 주의 복싱계 미보험 구성원들을 저렴한 건강보험에 등록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등록 행사가 이번 봄에 예정된 복서 

계체량 날짜와 동시에 뉴욕주 전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복싱은 뉴욕주에서 역사가 풍부한 스포츠입니다만 링에 오르는 남녀들에게 분명한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노력으로 이 

주 전역의 파이터들이 건강보험과 필요한 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에 살고 있는 많은 프로 복서들과 복싱계의 기타 구성원들은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NY State of Health 

인증 대면 보조자들이 복서와 트레이너들을 현장에서 건강보험에 등록시키기 위해 

체중을 잴 때 참석할 것입니다. 
 

NY State of Health 집행이사집행이사집행이사집행이사 Donna Frescator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복서, 코치 및 트레이너들이 건강보험 옵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자격이 

되는 경우 즉각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체육위원회의 

노력과 저렴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뉴욕주 복싱계 종사자들이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체육위원회체육위원회체육위원회체육위원회 집행이사집행이사집행이사집행이사 David Berli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서들이 

의사를 만나 년 신체검사로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복서들과 복싱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NY State of Health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좋은 건강과 안녕을 

진흥하기 위한 간단한 상식적인 노력입니다.”  
 

NY State of Health 대면 보조자들이 다음 행사에서 등록 세션을 개최할 것입니다: 
 

계체량계체량계체량계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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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 오후 5시 – Rochester – Diplomat Party House and Diplomat 
Banquet Center, 1956 Lyell Avenue, Rochester, NY 14606 

• 6월 3일 – 오후 5시 – Whitehall – Whitehall Athletic Club, 62 Poultney St, 
Whitehall, NY 12887 

• 6월 24일 – 오후 5시 – Syracuse/Liverpool - Holiday Inn, Exit 37, 441 
Electronics Pkwy, Liverpool, NY 13088 

 
 

오픈오픈오픈오픈 하우스하우스하우스하우스  

• 5월 13일 – 오후 3-7시, Mendez Boxing, 23 E. 26 Street, New York, NY 10010 

• 5월 17일 – 오후 3-7시, John's Boxing Gym, 1703 Jerome Ave, Bronx, NY 
10453  

• 5월 24일 – 오후 3-7시, Morris Park Boxing Club, 644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0  

• 5월 27일 – 오후 3-7시, Gleason's Gym, 77 Front St, Brooklyn, NY 11201 
 
 

NY State of Health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는 건강보험 시장인 NY State of Health를 2013년 10월에 개설하였습니다. 마켓 

플레이스의 원스톱 건강 보험 쇼핑 경험은 양질의 종합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 

건강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할인 및 세액 공제를 통해 보험을 지불하도록 돕는 자격이 

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유자격 뉴욕주민은 년중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NY State of Health Marketplace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하시거나, 고객 서비스1-855-

355-5777, TTY: 1.800.662.1220에 전화하거나 등록 보조자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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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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