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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기 동안 정신 건강 지원에 더 쉽고  
저렴하게 접근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트워크 내의 원격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페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수 근로자에게는 대면이든 원격을 통해서든 네트워크 내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하여 코페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인 동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위기 동안 귀하의 보험은 귀하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여 귀하의 보험 증권이 보장하
는 네트워크 내의 원격 건강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코페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대면하
여 받는 경우에는 코페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긴급 뉴욕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여기에서 알
아보십시오.

COVID-19 위기 동안 귀하가 의료서비스 근로자, 응급 요원 또는 필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귀하의 보험이 
보장하는 네트워크 내의 외래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를 대면하여 받든 원격으로 받든 코페이(공동 보험료 또
는 연간 공제금)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20년 3월 7일 이후에 이러한 지위에 있
는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해당 지위의 범위가 넓으므로 귀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지
위의 전체 목록과 긴급 뉴욕 법률은 온라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위기 동안 FaceTime, Facebook 메신저, WhatsApp, WeChat 또는 Zoom과 같은 일
반적인 동영상 앱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이
러한 긴급한 공중 보건 기간 중에 어디에 있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서비스 제공
자는 HIPAA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Facebook Live, Instagram Live 또는 
TikTok과 같이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의 고지는 
온라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방법 

https://www.dfs.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3/re62_58_amend_text.pdf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circular_letters/cl2020_10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special-topics/emergency-preparedness/notification-enforcement-discretion-telehealt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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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2020년 6월 1일까지 
보험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데믹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귀하의 보험사는 2020년 6월 1일 
11:59PM까지 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사는 귀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유효한 청구에 대하여 보험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증명과 관련하여 귀하의 
보험사는 판데믹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귀하의 서면 진술을 수락해야 합니다. 긴급 뉴욕 법
률은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위기 동안 뉴욕시민은 계속해서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여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가까운 가
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현병, 조울증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건강 질
환이 포함됩니다. 2020년에 뉴욕시민은 최대 10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정책은 민간 부문 고
용주에 의하여 고용된 대부분의 사람들과 정부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뉴
욕주의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알아보십시오.  

원래는 5월 12일까지였으나 Verizon, T-Mobile/Sprint 및 AT&T를 포함한 일부 통신사에서 6월 30일
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려면 각 회사의 고객지원센터에 연락
해야 합니다. 6월까지 연장하려면 5월 13일 이후에 다시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약속 및 참여 회
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알아보십시오.

귀하의 보험사는 이번 위기 동안 긴급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이번 비상 사태 

동안의 코페이 또는 비용 분담에 관하여 최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위기 동안 정신 건강 지원에 더 쉽고  
저렴하게 접근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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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방법 

https://www.dfs.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re62_a59_text.pdf
https://paidfamilyleave.ny.gov/paid-family-leave-family-care
https://www.fcc.gov/keep-americans-conn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