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신청 여부는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응급 의료 상태 치료에 대한 Medicaid 
(“응급 Medicaid”)
응급 의료 상태 치료에 대한 Medicaid, 즉 응급 Medicaid는 자격이 되는 미등록 및 임시 이민자 New 
York 주민이 응급 의료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가 응급 Medicaid 자격이 되나요?

완전한 Medicaid 자격 요건을 충족하나 이민 신분으로 인해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응급 Medicaid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소득 요건을 총족해야 합니다(저소득).

 NYS 주민이어야 합니다(임시 합법적 거주자는 주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병원은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의료상 응급 상태의 환자를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향후 응급 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가
입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
입하시면 향후 12개월간 응급 상황에 대한 비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시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NY State of Health 홈페이지 nystateofhealth.ny.gov
를 방문하시나 1-855-355-5777번으로 전화하십

시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입에 도움이 필요

하시면 347-396-470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응급 상황 도중이나 이후에 병원에서도 가입하
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보장을 받으시려면 응급 
치료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신청하여 알아보
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보장 옵션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응급 Medicaid나 완전한 Medicaid의 신청 또는 수령 여부는 법정 신분의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미국 이민 관세 수사청(ICE) 또는 미국 이민 귀화국(USCIS) 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합법적 현재 거주자 및 임시 이민 거주자는 완전한 Medicaid 또는 필수 플랜 가입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비응급 의료 서비스도 보장합니다. 



응급 MEDICAID로 모든 건강 비용이 보장되나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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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응급 Medicaid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만 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의료 비용을 지급합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에는 의료적 도움이 없으면 위험한 건강 결과

에 이를 수 있는 심장마비나 중증의 통증과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응급 Medicaid는 신장 투석과 응급 
진통 및 분만과 관련된 비용도 보장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약품과 일부 암 치료용 처방

약도 보장됩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NYC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의 공공 병원 시스템(NYC Health + Hospitals)과 보건소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인하된 비용으로 의료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병원 역시 주법에 의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 환자에 
대해 자선 의료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Y State of Health 홈페이지 
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하시거나 1-855-355-5777 
또는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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