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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장기 기증자 지원법에 서명  

  
기증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뉴욕주의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에게 주 보상금을 

제공하는 법안(S.1594/A.146A)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미국 최초의 주 프로그램인 뉴욕주 장기 기증자 지원법을 

제정하는 법안(S.1594/A.146A)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개인이 신장 및 간 기증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들은 진정한 영웅들이고, 우리는 이 

법안으로 그들의 희생을 지원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안(S.1594/A.146A)은 공중 보건, 세금 및 사회 서비스 법률을 개정하여 동료 뉴욕 

시민에게 장기 기증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뉴욕주 장기 

기증자 지원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이식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뉴욕의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을 주들 사이에서 낮은 수준의 장기 기증 사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 

기증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8,569명의 

사람들이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고, 이중 7,234명의 개인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ustavo Rivera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인 뉴욕주 생활 

기부자 지원법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노력은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장기 기증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우리가 전국 수준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는 뉴욕의 낮은 장기 기증자 등록률을 

역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 기증자가 되기 위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는 이 새로운 법이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생명의 선물을 주고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ptn.transplant.hrsa.gov%2Fdata%2Fview-data-reports%2Fstate-data%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b646e47e67d4293bd5908dae9c8903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934488046902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FgzEdcadEKBdjUUzl3iP0wld6xHG%2FGuO%2BMKrnK2RLA%3D&reserved=0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 하나를 기증하는 사람들과 

같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들은 우리의 감사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증자들의 의료비와 손실된 수입에 대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장기 기증 옹호자들, 국회의장 Heastie, 다수당 원내대표 Stewart-Cousins, 상원 

후원자 Gustavo Rivera 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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