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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주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모든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제안을 발표  

  

뉴욕 재구상 위원회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의 변화를 위한 포괄적인 개혁을 권고  

  

규정을 현대화하고 소외 지역 및 시골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포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주 시정연설(2021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모든 원격 의료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시스템의 불공평함을 드러냈으며 원격 의료는 

저소득 지역사회, 특히 행동 보건 지원을 위한 접근을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의 시기 동안 주지사는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제안은 성공적인 개혁을 성공적인 

개혁을 성문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ReImagine New York Commissio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이 원격 의료 도구를 활용하고 기존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원격 의료 개혁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원격 의료를 장려하는 배상 

인센티브 조정, 원격 의료 전달에 대한 오래된 규제 금지 제거, 오래된 장소 요구 사항 

제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제공자 모두의 기술적 불안 해결, 원격 의료의 

혁신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 설립 등으로 주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주민들을 위한 원격 의료 촉진을 위한 

최첨단을 달리지만, 환자와 제공자 모두의 원격 의료 채택 속도는 느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지원하는 방식, 특히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변화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2020년에 걸쳐 적응해 왔지만, 뉴욕주의 

원격 의료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이를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21세기를 위한 우리의 의료 및 기술 자원을 더 잘 배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 코로나19 시대의 혁신을 영구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을 

제안합니다.  



  

정책 현대화를 통한 원격 의료의 이점 활용  

주지사의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 및 법적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환자가 원격 의료를 

사용하는 장소와 시점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품질 치료가 제공되도록 감독을 

유지합니다.  

  

• 메디케이드(Medicaid)가 환자 또는 제공자가 비시설 환경에 있는 경우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원격 의료 배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오래된 장소 요구 사항을 제거합니다.  

• 의료 및 행동 보건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한 동북 지역 주와의 주간 면허 호혜 개발  

• 인증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상담자(Credentialed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Counselor) 연수생 또는 피어 전문가(Peer Specialists)와 같은 면허가 없는 

특정 직원이 물질 사용 장애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의 유연성을 지속합니다. 여기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남은 

대면 평가 요구 사항 제거, 원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 유형 확대, 주로 

가상 외래 환자 물질 사용 장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구조 개발 및 행동 보건 

서비스를 간호 시설로 확대하는 기존 이니셔티브의 확장 또한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환자와 제공자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치료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회복 피어 지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제공자 

유형의 배상이 포함됩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보장  

원격 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위기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주지사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 건강 보험사가 회원에게 원격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적으로 

적절할 때 전화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승인에 

따라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의료적으로 적절할 때 사용을 장려하는 요율로 원격 의료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 제공자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자 디렉토리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필수 원격 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원격 의료 플랫폼은 뉴욕 주 전역 건강 정보 네트워크(State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 for New York)에 참여하거나 보험사의 제공자 

네트워크에서 다른 제공자와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의 사용 확대  

주지사의 제안은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위한 더 높은 품질과 효율적인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혁신의 채택을 촉진할 것입니다.  

  

• 보험사가 회원들에게 전자 분류(e-triage) 또는 가상 응급부서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개인이 증상 평가 및 제공자 네트워크로의 의뢰 또는 인근 

응급실(Emergency Department)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된 지역의 뉴욕 주민들이 응급 사태에 더 품질이 좋고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자 상담(e-consult)에 참여하는 데 대해 제공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장려하거나 

전자 상담 플랫폼과 관련된 보험사의 비용을 의료 서비스 비용 내에 포함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원격 의료를 통한 제공자 간의 전문가 상담의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전자 상담의 사용이 증가하면 일차 진료 제공자가 정확한 치료 결정을 

내리고 환자가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뉴욕주 보건 정보 네트워크(State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 for New York, 

SHIN-NY) 환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액세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개발, 교육 및 혁신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환자 및 제공자 지원  

규제 유연성으로 인해 많은 뉴욕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격 의료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우며, 사람들이 가정에서 제공자와 편안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공자는 이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지원을 

통해 환자와 제공자가 원격 의료를 성공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스토니브룩(Stony Brook)과 북동 원격 의료 자원 

센터(Northeast Telehealth Resource Center) 및 웨일 코넬 메디슨(Weill Cornell 

Medicine), 시티블록 헬스(Cityblock Health) 및 추가 고문과 협력하여 

뉴욕위원회의 리더십 하에 제작한 새로운 원격 의료 교육 프로그램 출시. 원격 

의료에 대한 오픈 액세스, 지속적인 전문 교육 과정을 설계하면 제공자가 더 높은 

품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뉴욕주에서 이러한 도구에 대한 

길을 마련함에 따라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 슈미트 퓨처스(Schmidt Futures) 및 뉴욕 재구상 위원회의 지침 아래 AlRnyc와 

마운틴 시나이 헬스 센터(Mt. Sinai Health Partners)가 실시한 혁신적인 원격 의료 

촉진 프로그램의 시범. 이 프로그램은 채용 및 온보딩 과정에 대한 실무 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부족한 집단의 원격 의료 도구에 대한 편리함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의 불편과 기술에 대한 접근 부족은 방해물이며, 이 

프로그램은 뉴욕이 원격 의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미래의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슈미트 퓨쳐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뉴욕 재구상 위원회의 위원장 Eric Schmid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격 의료 촉진은 뉴욕이 어떻게 더 잘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 주민이 원격 치료의 효과와 편리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많은 뉴욕 주민이 작년에 혜택을 받은 원격 의료 확장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가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일련의 새 프로그램에 더하여 이러한 원격 

의료 정책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상황에 관계없이 신체적 및 정신 

건강 관리에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티블록 셀스의 최고 건강 책임자이자 뉴욕 재구상 위원회 원격 의료 작업 그룹의 공동 

위원장인 Toyin Ajayi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도 

원격 의료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고품질의 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이 

고품질의 편리한 치료를 제공하는 원격 의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더 

튼튼하게 회복하면서,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원격 의료에 참여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총장 겸 뉴욕 재구상 위원회 원격 의료 작업의 공동 

위원장인 Martha Polla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전반에 걸쳐 뉴욕 주민의 원격 

의료 사용이 급증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 그 힘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의료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원격 의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공자와 환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원격 의료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정책 변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원격 의료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그리고 대체 할 수 없는 

종류의 인적 지원과 원격 의료 기술의 창의적인 통합을 통해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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