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 State of Health 는  
뉴욕시의 공식 건강 플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

모든 NY State of Health의 플랜은 연례 검사  
및 스크리닝에 대한 무료 예방 혜택을 제공해드립
니다.
하지만 일부 플랜은 공제금을 전부 내지 않았더라
도 아플 때 의사를 방문하는 것까지 보장이 된다
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NY State of Health는 해당하는 연방 시민법 및 주법
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신념/종교, 성별, 
나이, 결혼 여부/가족 상태, 체포 기록, 전과, 성적 정
체성, 성적 지향, 소인성 유전적 특징, 군 복무 여부, 가
정 폭력 피해 여부 및/또는 보복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
습니다.

웹사이트:  
nystateofhealth.ny.gov

전화번호:  
1-855-355-5777
TTY 
1-800-662-1220

다음 웹사이트에서 건강 플랜 가입 
도우미를 만나 보세요 
info.nystateofhealth.ny.gov/
findassistor

• 공제금이란 가입자의 플랜이 예방 혜택을 제외한 모든 건강 서
비스를 보장하기 전에 반드시 납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 일부 플랜은 공제금을 전부 내기 전에도 치료 방문에 대한 비용
을 보장합니다.  

• 이는 보다 저렴한 비용의 플랜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공제금을 전
부 내기 전에 귀하 및 보험 보장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 무료 또
는 저렴한 치료 방문 3회 혜택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 정액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는 경우, 여전히 이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 작업 전에 병문안을 보장하는 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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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문(sick visit)이란 무엇인가요?1
• 치료 방문이란 독감이나 부비강염 같은 질병에 걸려 아플 때  

주치의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 웹사이트:  info.nystateofhealth.ny.gov/findassistor 

• 플랜 이름에 “ST3PCP”를 입력하여 플랜을 검색하세요. 

무료 또는 저렴한 치료 방문 혜택을 3회 제공하는 건강 플랜은 모든 카운티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 NY State of Health 플랜 쇼핑 및 비교 도구 웹사이트: nystateofhealth.ny.gov

• NY State of Health 무료 공인 플랜 가입 도우미와 상담하세요.  다음 웹사이트에서 지역 사회 내 플랜 가
입 도우미를 찾아보세요.

• 전화번호 1-855-355-5777, TTY: 1.800.662.1220으로 문의하세요.

공제금을 전부 내기 전에도 치료 방문 3회를 보장해주는 NY State of Health 
플랜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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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NY State of Health 플랜이 공제금을 전부 내기 전에도 치료 방문을 보
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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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모든 표준 브론즈(Bronze) 플랜(의료 저축 계좌[HSA] 옵션 제외)이 정액 자기 부담금 또는 공제금 
없이 3회 무료 치료 방문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 일부 골드(Gold) 및 실버(Silver) 플랜 또한 공제금을 전부 내기 전에도 3회 무료 치료 방문을 보장하게 됩니다.2

• 표준 플래티넘(Platinum) 플랜은 공제금이 없습니다.
 

1. 치료 방문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부인과, 또는 외래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또는 물질사용장애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1차 진료 제공자에 대한 방문이 포함됩니다. 

2. 실험실 검사와 같은 일부 서비스가 치료 방문 동안 수행될 수 있으며 비용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귀하의 공제금 지출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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