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1월 시험관 시술(IVF) 적용 확대 권리 상기  

  

시험관 시술(IVF) 및 출산율 보존 서비스(Fertility Preservation Services)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주지사의 여성 정의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의 초석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자주하는 질문(FAQs)을 발행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게 시험관 시술(IVF) 및 출산율 보존 

서비스(Fertility Preservation Services)와 관련된 책임 명시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정채은 반드시 시험관 시술(IVF) 처방 의약품을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시험관 시술(in vitro fertilization, IVF) 및 

출산율 보존 서비스에 대한 적용 범위를 2020년 1월 1일부터 확장하며, 이에 따른 

권리를 뉴욕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뉴욕 거주자와 보험사가 새로운 법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시험관 시술(IVF)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대규모 그룹 건강 보험사의 처방약 등 

시험관 시술(IVF) 적용 범위 및 출산율 보존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하기 위해 자주 

하는 질문(FAQs) 문서를 발행 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s)은 뉴욕 주민들에게 자격 

및 보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확장된 임신 보장 범위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험사에게 지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 없이 생식 보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너무 많은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막는 경제적 장벽을 허물고,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 및 가족 계획 

결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겸 주지사 직속 여성청소년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을 

꾸리는 일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뉴욕은 시험관 시술(IVF)와 냉동 난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뉴욕은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이 새로운 법률로 인해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 결혼 상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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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필요한 안전하고 저렴한 생식 건강 관리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 청장 겸 주지사 직속 여성청소년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 회원인 Linda A Lacewe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서비스부(DFS)와 뉴욕주는 가족 편에 설 것이며 

우리는 주정부의 새로운 시험관 시술(IVF) 및 출산 보존(Fertility Preservation) 법에 따른 

뉴욕 주민들의 권리를, 보험사들의 의무를 알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중요한 생식 보건 

권리를 후퇴시키는 가운데, 뉴욕은 뉴욕 주민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케어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법에 따른 새로운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정책에 의한 시험관 시술(IVF) 서비스와 연계한 처방약의 

필수 보장.  

• 젠더 어퍼밍 케어를 받고자 하는 피보험자 뉴욕 주민들을 위한 출산 보존 서비스 

접근권.  

•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건강 보험 정책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세 가지 

필수 시험관 시술(IVF) 사이클이 제공될 때까지 난자 및/또는 배아 보관을 

포함하는 출산 보존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시험관 시술(IVF)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소 자극을 위해 준비 약물을 

투여하고, 신선한 또는 냉동 배아를 사용하는 등 모든 치료를 포함한 시험관 

시술(IVF)의 세 가지 사이클의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정책에 의한 보장.  

  

이 법은 또한 시험관 시술(IVF) 적용 범위에 대한 연령 제한을 금지하고 보험사가 출산 

보존 서비스에 평생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Diane J.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불임 치료가 

임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험관 기술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은 

현재 자신의 선택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건강한 가족에게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Aravella Simota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임은 매년 수많은 뉴욕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슴 아픈 의학적 상태입니다. 시험관 시술은 오랫동안이 질병에 

대한 치료의 황금률로 간주되어 왔지만 환자는 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뉴욕 주민들이 마침내 시험관 시술(IVF)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관 시술(IVF)은 동성 커플이나 미혼 여성을 포함한 생식력 장애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식력 보존(Fertility Preservation) 보장은 아이를 가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암환자 및 기타 환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시험관 시술(IVF) 보장을 의무화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 결혼 상태,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 중시, 결혼 지연 및 재정 상황으로 인해 시험관 시술(IVF)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 중 첫 출산 평균 연령은 1970년부터 21세에서 

25세로 증가했으며,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로 인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30 세 이상의 여성의 첫 출산 비율은 1975 년부터 2010년까지 5 

퍼센트에서 26 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여성이 직업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법률은 많은 뉴욕 주민들이 저렴한 시험관 

시술(IVF)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s)의 사본은 금융서비스부(DF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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