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현재 뉴욕주 Medicaid, Child Health Plus 또
는 Essential Plan을 통해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뉴욕주 에서 곧 자격 여부 확인을 시작하여 등록자가 이 프로그램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귀하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 보
험을 갱신하기 위해 일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
어 COVID-19 팬데믹 시작 이후로 소득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NY State of Health에 해당 정보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문자 알림을 신청합니다.
보장 갱신 시기를 포함해 중요한 건강 보험 업데이트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NY 
State of Health로부터 SMS/MMS 문자 알림 수신을 신청하십시오. 등록하
려면, 1-866-988-0327번으로 START를 발송하십시오.

2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NY State of Health 또는 거주지 Medicaid 사무소에서 건강 보험과 관련해 
연락할 수 있도록 귀하의 현재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Y State of Health를 통한 건강보험이 있지만, 귀하의 상황이 바뀐 경우:

• 1-855-355-5777(TTY: 1-800-662-1220)로 전화하십시오.

•	 지금 바로 nystateofhealth.ny.gov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	 다음 사이트에서 도우미를 찾아보세요.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findassistor

거주  카운티  M e dic aid  사무소  또는  뉴욕시  H uman  Re s o ur c e s 
Administration(HRA)을 통해 Medicaid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거주지 사무
실에 연락해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3   정보 제공.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COVID-19-Changes 를 방문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NY State of Health에서는 이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새
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합니다. 

NY State of Health는 뉴
욕 공식 건강보험 마켓플레
이스입니다.

19세 이상의 뉴욕주 거주자
에게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간편 정보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과 관련해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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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tateofhealth.ny.gov

또는
1-855-355-5777 또는 

TTY: 1-800-662-1220
또는
자택이나 직장 근처의 인증받
은 상담사가 제공하는 무료 개
인 지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
니다. 

NY State of Health는 해당하는 연방 시민
법 및 주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
가, 신념/종교, 성별, 나이, 결혼 여부/가족 
상태, 체포 기록, 전과, 성적 정체성, 성적 지
향, 소인성 유전적 특징, 군 복무 여부, 가정 
내 폭력 피해 여부 및/또는 보복을 이유로 차
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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