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 (LDSS) 또 는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이 

Medicaid 보험에관해 자주 하 는 질문 

2023년 4월 19일 
 
 
귀하께서는 연방법 및 기타 유연성 요건으로 인해 매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도 
Medicaid에 계속 가입 상태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이 변경되어 2023년 
봄부터 1년에 걸쳐 정기 갱신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담당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LDSS) 또는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에서 매년 
갱신해야 할 시기가 되면 알려 드립니다. 
 
 
1. 이 변경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LDSS) 또는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HRA)에 기록된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십시오. 변경된 정보가 있거나 최신 정보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LDSS 또는 
HRA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기관이 귀하의 정확한 우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귀하께서는 Medicaid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곧 Medicaid 보험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Medicaid 갱신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갱신할 시기가 되면, LDSS 또는 HRA에서 귀하께 Medicaid 갱신 패키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가입 종료일 전에 갱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입 종료일은 
귀하께서 갱신 통지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이 종료되는 날이 됩니다. 
LDSS 또는 HRA에 문의하여가입 종료 날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Medicaid 보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갱신할 시기가 되면 이행 중인 Medicaid 보장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에 했던 것처럼 매년 Medicaid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LDSS 또는 HRA에서 귀하께 Medicaid 갱신 패키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Medicaid 보험을 갱신하려면 양식에 기재된 날짜까지 설명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여 
갱신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에 기재된 날짜까지 LDSS 또는 HRA에 갱신 
양식을 보내지 않으면 Medicaid 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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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dicaid 갱신 패킷을 받아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갱신 양식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한 
후 어떻게 LDSS에 제출합니까? 

 
Medicaid 갱신 양식은 직접 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또는 팩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LDS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LDSS에서 NYDocSubmi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호환되는 휴대전화에 NYDocSubmit 앱이 있는 경우 
NYDocSubmit을 사용하여 갱신 양식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NYDocSubmit은  

Apple App Store 및 Google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여 
서명한 갱신 양식은 NYDocSubmit의 “Other”(기타) 섹션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NYDocSubmit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해당 섹션에 업로드하여 
Medicaid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문서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5. LDSS 또는 HRA에 신청 또는 갱신 양식을 제출할 때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LDSS 또는 HRA에서 귀하의 신청 또는 갱신 양식에 소득 및 자산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LDSS 또는 HRA에서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면, 귀하께서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통지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LDSS 또는 HRA에 즉시 알려주십시오. LDSS 또는 HRA의 전화번호 및 주소는 
https://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난 3년 내에 이사하여 주소가 바뀌었거나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LDSS 또는 HRA에 
새 주소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LDSS 또는 HRA에 새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관이 귀하의 정확한 우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귀하께서는 
Medicaid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곧 Medicaid 보험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DSS 또는 HRA의 전화번호 및 주소는 
https://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Medicaid 플랜에 새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LDSS 또는 HRA에도 새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까? 
 
예. Medicaid 케이스가 종결되지 않도록 LDSS에 HRA에도 새 주소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DSS 또는 HRA의 전화번호 및 주소는 
https://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pple.com%2Fapp-store%2F&data=05%7C01%7CMelanie.Warren%40health.ny.gov%7Ce0a79feefd634f2d12e808db40d414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7505184453170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HjjvRIkUftz2n01yt%2BA1%2FAvzVTCbpM5iQPMKJAPoJ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lay.google.com%2F&data=05%7C01%7CMelanie.Warren%40health.ny.gov%7Ce0a79feefd634f2d12e808db40d414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7505184453170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7Tmg%2FVrrImvCkCKQLkgOhE01Hetok26zHPxiVhMOGac%3D&reserved=0
https://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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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edicaid Excess-Income(Spenddown) 또는 Pay-In Program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갱신이 시작된 후 공과금 또는 납입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Medicaid Excess Income(Spenddown) 또는 Pay-In Program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LDSS 
또는 HRA, 또는 Managed Long Term Care Plan에 계속해서 공과금 또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유(예: 격리) 
때문에 공과금 또는 납입금을 LDSS 또는 HRA에 지불할 수 없었고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Medicaid Excess-Income(Spenddown) 또는 
Pay-In Program에 대한 월 지불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LDSS 또는 
HRA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에 Medicaid 자격 여부 또는 상태에 대해 공청회를 
요청했으며 계속 지원(Aid to Continue) 처분을 받았습니다. Medicaid 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2020년 3월 18일 또는 그 이후 귀하의 Medicaid가 계속 지원 상태인 경우, 해당 
일자부터 Medicaid 자격이 동일한 보험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에 보험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갱신이 시작되면 
공청회 요청에 대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공청회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Medicaid 보험은 계속 지원 상태로 유지되며,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청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LDSS에 문의하거나 공청회 통지에 기재된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10. Medicaid Buy-In Program for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참가하고 있으며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에 실직했습니다. 갱신이 시작된 후 Medicaid 
보험을 상실하게 됩니까? 

 
갱신 시점에 LDSS 또는 HRA에서 귀하의 Medicaid 자격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Medicaid Buy-In Program for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라 귀하의 Medicaid 
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11. 갱신 처리가 완료된 후 Medicaid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자격이 있는 뉴욕 시민 모두가 보장을 받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Medicaid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다음을 받으시게 됩니다. 

• Medicaid 보험 종료 통지서 
•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다른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NY State of Health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 제정 지원은 유자격자에게 제공됩니다. NY State 
of Health 가입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재결정 과정에서 건강 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nystateofhealth.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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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edicare와 Medicaid 관리형 케어 플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갱신이 시작되면 두 
보험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개인 중 두 보험(Medicare 및 Medicaid)에 모두 가입된 사람은 대부분 Medicaid 관리형 
케어 플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Medicare 보장을 통지한 다음 
달 1일에 사전에 수가제 Medicaid 가입이 취소됩니다. 현재 Medicare에 가입된 개인 중 
공중 보건 비상사태 때문에 Medicaid 관리형 케어 플랜에 가입된 사람은 갱신 시 
Medicaid 관리형 케어 플랜 가입이 취소됩니다.  
 
Integrated Benefit for Dual Eligibles(IB-Dual) 프로그램은 Continuous Coverage 
Requirement(CCR) 기간에 시작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IB-Dual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Mainstream Medicaid Managed Care(MMC) 플랜 및/또는 Health and 
Recovery Plans(HARP)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MMC/HARP 관리형 
케어 플랜의 조정된 Medicare Advantage D-SN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CCR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IB-Dual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중으로 가입된 
개인은 Medicare 내용에 따라 Medicaid 관리형 케어 또는 HARP 플랜에서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65세가 넘었고 현재 Medicaid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 때 자격 대상일 수 
있는 Medicare나 다른 혜택을 신청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갱신이 시작되면 
Medicare와 자격이 될 수 있는 기타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까?  
 
예. 공중 보건 비상사태 때 Medicare 신청 자격이 되셨다면 Medicaid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Medicare나 그 외 해당하는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Medicare 신청 요건을 알리는 별도의 서신을 보내드리며 LDSS 또는 HRA에서 갱신 시 
신청해야 할 다른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