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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가정 폭력 희생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을 연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이니셔티브 발표

금융서비스부, 가정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건강보험 등록 기간 창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부 개별 시장을 통해 종합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및 HMO가 이제는 가정 폭력 또는 배우자 유기의 희생자들에게 연중
어느 때든지 보험 플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 요구됨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11월 1일~1월 31일의 표준 연례 개방 등록 기간 외에 언제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등록을 허용할 새로운 특별 등록 기간을 창설하였습니다.
"가정 폭력 희생자들이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양질의 건강보험 보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추가 고난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본
조치는 이 폭력 순환을 끊고 희생자들이 독립과 필요한 지원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 부장 대행 Maria T. Vullo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DFS는 가정 폭력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자 유기의 희생자들이 표준 개방 등록기간 동안만 아니라 연중
필요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보험회사와 HMO에 다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희생자인 가구 구성원(가구 내의 미혼 및 피부양 희생자들 포함)뿐만
아니라 배우자 유기의 희생자 및 그 피부양자들에게 2016년 4월 15일부터 뉴욕주
보건부 바깥의 개별 보장을 위한 특별 등록 기간이 시행될 것입니다.
• 그 달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보장이 다음 달 1일에 발효될 것입니다. 그 달
15일 후에 접수된 신청은 보장이 두 번째 다음 달의 1일에 발효될 것입니다.
• 보험회사와 HMO는 신청서에 특별 등록 기간 적격성을 증명하는 항목을
포함하거나 신청서와는 별도의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HMO는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의 가정 폭력 또는 배우자 유기의 희생자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와 HMO는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하려는 신청자에게 적격성
증빙을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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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omentum의
의 사장 겸 CEO인
인 Carol Robles Roma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Legal Momentum은 가정 폭력 희생자와 그 피부양자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정적 조치를 취하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폭력은 종종 생존자에게 경제적 및 건강상의 결과를 낳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유지는 그들을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Sanctuary for Families 총재 Judy Harris Kluger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학대 관계를 떠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과 자녀 및 피부양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Cuomo 지사가 인정한 것입니다."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 of NY의
의 Sean Doola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 희생자들에게 매끄러운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균형된 접근법을 공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지사, DFS 및 NYSOH와 협력할 기회를
가져 기쁩니다."
특별 등록 기간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금융서비스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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