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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건의 뉴욕주 2021년 공개 등록 기간의 시작을 발표

계획 옵션을 현재 확인 가능
전 세계의 팬데믹 가운데 언제보다도 고품질의 건강 보험이 중요해
2021년에 등록한 거의 모든 마켓플레이스 등록업체가 비용 인상 없어

수천 명의 숙련된 등록 보조자가 지원 준비를 마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월 1일에 주의 공식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NYSOH)가 2021년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Qualified Health Plans,
QHP)을 위한 공개 등록(Open Enrollment)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어느
주보다도 노력했으며 모든 이들이 고품질의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모든 뉴욕 주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21년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접속하거나 보건의 뉴욕주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뉴욕이 글로벌 팬데믹과 계속 맞서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이용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건의 뉴욕주를 통해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뉴욕 주민은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모은 분들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등록 기회를
잡으십시오. 공개 등록은 2021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이미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 의료 플러스(Child Health Plus) 또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EP)에 등록한 소비자는 자동으로 적용 범위가 유지되며 지금은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of Health)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및 뉴욕주
보험사들과 함께 2020년 2월에 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개시했으며 이를
최근 연말까지 연장하여 사람들이 의료보험 보장 부족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검사 또는 치료를
피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의 뉴욕주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보험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등록 수준이
5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을 앞둔 지금, 건강보험 선택은 2020년과 같으며

소비자가 전화로 이용 가능한 고객 서비스 센터(Customer Service Center) 및 등록 보조자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2020 회계연도 제정 예산(FY 2020 Enacted State Budget)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기존의 조건
배제에 대한 금지, 연간 및 평생 달러 제한에 대한 금지, 고품질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보증,
자녀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에 유지할 수 있는 등 저렴한 치료법(Affordable
Care Act)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사항을 주 법으로 성문화하였습니다.
뉴욕 보건부는 약 20만 가구에 대한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 적용을 공개 등록 기간 동안 신규
소비자를 보험에 등록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에
등록한 사람을 포함하여 현재 등록자는 이미 2021년의 갱신 통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16일에 적용 갱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보험료, 세금 공제 및 플랜 선택
방법(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험 적용을 갱신하는 소비자는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소득, 주소 또는 가족 규모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과 에센셜 플랜 소비자는 2021년에도 자신의
카운티에서 적어도 네 가지 플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보험 옵션을 탐색하여 공개 등록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무료 등록
지원은 주 전역의 현지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또한 뉴욕주 제공자 및
건강보험 검색 도구(NYS Provider & Health Plan Look-Up Tool)를 사용해 제공자 네트워크 및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의사 및
병원을 포함하여 선호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한 곳에서 검색하여 네트워크에 해당 제공자가
있는 건강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플랜, 메디케이드 및 아동 의료 플러스의 등록은 연중무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보건의 뉴욕주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nystateofhealth.ny.gov.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1-855-355-5777로 고객서비스부에 무료전화를 거십시오.
nystateofhealth.ny.gov에서에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십시오.
등록 보조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여기에서 보조자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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