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자료

간편 정보:

젊은 성인을 위한
건강 보험

NY State of Health는
뉴욕 공식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19세 이상의 New York
State 거주자에게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입 방법은?

nystateofhealth.ny.gov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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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이나 직장 근처의
인증받은 상담사가 제공하는
무료 지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NY State of Health는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민법 및 주 법률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신념 및 종교, 성별, 연령,
결혼 및 가족 여부, 체포 기록, 형사 범죄
기록,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 유전적 특성,
군인 신분, 가정 폭력 피해자 신분 또는 보복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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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알아야 할 4가지 중요 사항
1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젊은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건강 보험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보험을 따로 가지려는 경우, NY State of Health에서 여러 보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 수준과 지불 조건이 다양한 건강 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보험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NY State of Health에서 제공하는 모든 건강 보험은 비용과 관계없이 10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10대 의료 서비스에는 처방 약, 의사 진료, 병원 진료 및 응급
서비스는 물론, 예방 및 웰니스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을 선택하든
좋은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저렴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될 경우, Medicaid와 Essential Plan(필수 플랜)은 다른 의료 보험과 똑같은
보장을 낮은 월간 보험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Medicaid는 프리미엄이나
공제액이 없으며, 공동부담금이 낮습니다. Essential Plan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공제액이 없고 공동부담금이 낮습니다. 기타 보험의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정
보조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4 	New York State가 건강 보험의 가입과 납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보험은 서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받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전화로, 또 자신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여러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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