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건강 보험 청구의 공정하고 신속한 지불에 대한 금융서비스부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  

  

보험사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따르도록 지시  

  

보험 업계 및 병원과 협의하여 마련된 지침 

  

주지사의 2021년 제정 예산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이 보험사에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알리는 새로운 

지침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 보험 청구 거부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부적절한 지불 감축 또는 지연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인한 청구 거부 및 지불 지연은 

공중 보건 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인 뉴욕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칩니다. 이 조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팬데믹에서 계속해서 

다시 복구할 때 약간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회람장에 개략된 이러한 보호 조치는 주지사의 2021년 제정 예산에 포함되고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치들은 보험사가 행정적인 이유로 병원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험사가 병원 청구를 검토할 때 국가 코드화 지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보험사가 의료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간을 단축합니다.  

 

Linda A. Lacewell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마땅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뉴욕 주민에 대한 장애물을 계속 제거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보험 업계의 오늘 지침에 대한 협력을 칭찬합니다."  

  

회람장은 보험사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조언합니다.  

• 보험사는 병원이 보험 회사의 행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circular_letters/cl2021_04


 

 

• 보험사는 입원 환자의 병원 입원 후 입원 환자 재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필요한 정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보험사는 항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리한 

결정에 대한 신속하지 않은 항소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보험사는 사전 승인 검토에 사용된 것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소급 검토에서 

사전 승인된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보험사는 보험사의 청구 지불 의무가 합리적으로 명확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된 청구를 지불해야 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불 예정일이라고 판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부 웹사이트에서 회람장의 사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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