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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진정 국면에 
대한 소셜 미디어 포스트 
대외 활동 파트너용 

 

이 문서에는 기관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게시물에는 사용 가능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시용 텍스트 
게시용 이미지 

(저장 가능한 표준 규격 버전을 열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건강 보험 갱신 시기를 포함해 @NYStateofHealth 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1-866-988-

0327 번으로 문자 START 를 보내 문자 알림을 신청하세요. 
on.ny.gov/34gwwcr #EnrollNY #GetCovered 

 

건강을 지키고 건강 보험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1-866-988-0327 번으로 문자 

START 를 보내 @NYStateofHealth 의 문자 알림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n.ny.gov/34gwwcr #EnrollNY #TextAlerts 

 

휴대 전화에서 바로 중요한 @NYStateofHealth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문자를 신청하면 건강 보험 갱신 시기를 

비롯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on.ny.gov/34gwwcr #EnrollNY #Get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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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tateofHealth 계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nystateofhealth.ny.gov 를 

방문하거나 1-855-355-5777 번으로 연락하거나 Certified 

Enrollment Assistor 와 상담하세요. #EnrollNY 

 

최근 3 년 이내에 이사하셨나요? 건강 보험 갱신 시기를 

비롯해 중요한 건강 보장 업데이트 사항을 수신할 수 

있도록 @NYStateofHealth 계정의 우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nystateofhealth.ny.gov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도움을 

받으려면 1-855-355-5777 번으로 연락하거나 Certified 

Enrollment Assistor 와 상담하세요. #GetCovered 
 

@NYStateofHealth 로부터 갱신 시기를 비롯해 건강 보험 

업데이트 관련 알림을 받으세요!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nystateofhealth.ny.gov 에 로그인한 후 ‘Edit 

Account Information(계정 정보 편집)’을 선택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도움을 

받으려면 1-855-355-5777 번으로 연락하거나 Certified 

Enrollment Assistor 와 상담하세요. #EnrollNY  

 

 
페이스북/링크드인 

@NYStateofHealth 소식을 받으세요. 보험 갱신 시기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에 최신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작하려면 

nystateofhealth.ny.gov 를 방문하거나 Certified Enrollment 

Assistor 와 상담하거나 1-855-355-5777 번으로 

연락하세요. on.ny.gov/3x1QVw4 #NY #StayConnected 
 
트위터 

@NYStateofHealth 소식을 받으세요. 보험 갱신 시기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에 최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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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정보: 
on.ny.gov/3x1QVw4 #NY #StayConnected 
 
인스타그램 

@NYStateofHealth 소식을 받으세요. 보험 갱신 시기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에 최신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작하려면 

nystateofhealth.ny.gov 를 방문하거나 Certified Enrollment 

Assistor 와 상담하거나 1-855-355-5777 번으로 

연락하세요. #NY #StayConnected #HealthCare 

 

 
페이스북/링크드인 

연락을 유지해 주세요.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NYStateofHealth 에 알리셔서 보험 

관련 중요 업데이트를 꼭 수신하세요. 간단히, 1-866-988-

0327 번으로 문자 START 를 보내 소식을 받아보세요! 
on.ny.gov/3x1QVw4 #StayConnected #Insurance #NY 
 
트위터 

연락을 유지해 주세요.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NYStateofHealth 에 알리셔서 보험 

관련 중요 업데이트를 꼭 수신하세요. 간단히, 1-866-988-

0327 번으로 문자 START 를 보내 소식을 받아보세요! 
on.ny.gov/3x1QVw4 #StayConnected 
 
인스타그램 

연락을 유지해 주세요.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NYStateofHealth 에 알리셔서 보험 

관련 중요 업데이트를 꼭 수신하세요. 간단히, 1-866-988-

0327 번으로 문자 START 를 보내 소식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정보: info.nystateofhealth.ny.gov/COVID-19-
Changes. #Insurance #NY #StayConnected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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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링크드인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두세요! 보험 갱신 시기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NYStateofHealth 계정의 이메일, 

전화번호, 우편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nystateofhealth.ny.gov 

방문, Certified Enrollment Assistor 에게 문의 또는 1-855-

355-5777 번으로 전화하세요. on.ny.gov/3PDALBt 
#StayConnected 
 
트위터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두세요! 보험 갱신 시기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NYStateofHealth 계정의 이메일, 

전화번호, 우편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방법 알아보기: on.ny.gov/3PDALBt 
#StayConnected #NYS 
 
 
인스타그램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두세요! 보험 갱신 시기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NYStateofHealth 계정의 이메일, 

전화번호, 우편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nystateofhealth.ny.gov 

방문 Certified Enrollment Assistor 에게 문의 또는 1-855-

355-5777 번으로 전화하세요. #StayConnected #NYS 
 

 
 
 
 
 

 

 
페이스북/링크드인 

@NYStateofHealth 에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 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에 대비하세요! 이 가이드를 팔로우해 보험 

갱신을 준비하세요. on.ny.gov/3PDALBt #StayConnected 
#Text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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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NYStateofHealth 에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 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에 대비하세요! 이 가이드를 팔로우해 보험 

갱신을 준비하세요. on.ny.gov/3PDALBt #StayConnected 
#TextAlerts 
 
인스타그램 

@NYStateofHealth 에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 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에 대비하세요! 이 가이드를 팔로우해 보험 

갱신을 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info.nystateofhealth.ny.gov/COVID-19-Changes 를 

참조하세요. #StayConnected #TextAlerts 
 

 
 

 
페이스북/링크드인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현재 Medicaid, Child Health Plus 

또는 Essential Plan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YStateofHealth 에서 건강 보험 갱신 시기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on.ny.gov/41iXuJ4 #HealthInsurance #NY 
 
트위터 

현재 Medicaid, Child Health Plus 또는 Essential Plan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YStateofHealth 에서 보험 갱신 시기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on.ny.gov/41iXuJ4 #NY 
 
인스타그램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현재 Medicaid, Child Health Plus 

또는 Essential Plan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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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tateofHealth 에서 건강 보험 갱신 시기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info.nystateofhealth.ny.gov/frequently-asked-questions-
about-renewals #HealthInsurance #NY 
 

 
페이스북/링크드인 

건강 보험을 갱신할 준비가 되셨나요?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 갱신이 곧 시작됩니다! 

@NYStateofHealth 에서 보험 갱신 시기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통지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on.ny.gov/41iXuJ4. #NYSMedicaid #Renewal 
 
트위터 

건강 보험을 갱신할 준비가 되셨나요?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 갱신이 곧 시작됩니다! 

@NYStateofHealth 에서 갱신 시기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통지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on.ny.gov/41iXuJ4 #NYSMedicaid 
 
인스타그램 

건강 보험을 갱신할 준비가 되셨나요? Medicaid, Child 

Health Plus 및 Essential Plan 갱신이 곧 시작됩니다! 

@NYStateofHealth 에서 보험 갱신 시기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통지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info.nystateofhealth.ny.gov/frequently-asked-
questions-about-renewals. #NYSMedicaid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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