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2020년 공개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의 시작을 발표  

  

뉴욕의 무보험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 기록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를 통해 48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등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월 1일에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New York State's Health Plan Marketplace)이며 양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에 주민들을 등록하는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가 2020년 양질의 

저비용 건강보험을 원하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7번째 연례 공개 등록 기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강력하고 활기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뉴욕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 리더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해체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는 

연방 차원의 지속적, 공격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는 사치가 아닌 권리라고 믿으며, 뉴욕 주민들에게 양질의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2013년에 열린 보건의 뉴욕주 마켓플레이스(NY State of Health 

Marketplace) 이후 1백만 명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무보험자 수가 120만 명 

줄었습니다. 현재 4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를 통해 

보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s)에 대한 공개 등록(Open Enrollment)은 2019년 

11월 1일에 시작되어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신규 등록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자는 11월 16일부터 적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는 주 모든 카운티의 모든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프로그램에 걸쳐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쇼핑을 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무료 대면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는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 필수 

보험(Essential Plan) 및 공인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s) 이용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2020년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등록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없을 것입니다. 

프리미엄 세금 공제를 받는 소비자는 2019년에 비해 보험 비용의 변화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 약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2020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12월 15일까지 등록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필수 

보험(Essential Plan),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아동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의 

등록은 일 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소비자는 건강보험 옵션을 검토하고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2020년의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는 소비자가 

보험을 쇼핑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새로운 사후 정산 비용 산정 도구를 추가하여 

프리미엄을 비교하고 이용 가능한 여러 공인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s)의 사후 

정산 비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 주민의 

수를 대폭 줄였으며, 매년 그 수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기회를 이용해 공개 등록(Open Enrollment) 기간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현재 

보건의 뉴욕주(NY State for Health)를 통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내년을 위해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Donna Frescatore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번째 공개 등록(Open Enrollment Period)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무보험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2020년에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855-355-5777로 고객서비스부에 무료전화를 거십시오.  

• nystateofhealth.ny.gov에서에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십시오.  

• 직접 보조자와 만나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자를 

찾으십시오.  

  

뉴욕주 전역의 여러 행사에서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담당자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에 대해 뉴욕 주민들을 교육하고 소비자를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의 목록은 보건의 뉴욕주(NY State of Health) 이벤트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ystateofhealth.ny.gov/individual?lang=en#formInstantQuotes
https://nystateofhealth.ny.gov/
https://nystateofhealth.ny.gov/agent/hx_brokerSearch?fromPage=INDIVIDUAL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vents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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