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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병원 수용 인원 확대를 위한 금융 서비스부의 신규 지침 발표  

  

보험사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전승인 및 행정 절차 적용 중단 지시   

  

완화 조치는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도록 지원  

  

보험 업계 및 병원과 협의하여 마련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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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S)가 보험업계 및 병원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회보를 발행하여, 병원이 뉴욕주의 

'서지 앤 플렉스' 프로토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특정한 사전 승인 및 행정 절차 

적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병원이 코로나19 서지 준비를 위해 

병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번 프로토콜은 최근 주지사가 발표한동계 코로나19 

계획의 일환입니다. 오늘 조치에 따라 병원은 이미 빠르게 병원 간 환자 이송 준비를 

마쳤으며, 만약 필요할 경우 숙련된 간호 시설 또는 양로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수용 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규제 완화가 지난 3월 

뉴욕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실시된 바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확보와 함께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빨리 도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봄의 경험을 토대로, 병원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혁신적인 '서지 앤 플렉스(Surge & Flex)' 

프로토콜 도입을 통해, 이 새로운 지침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병원 간 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상을 확보하며 환자 수용 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회보에 따르면, 보험사는 60일 동안 다음의 의무 사항 적용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긴급 또는 예정된 필수 입원 수술, 병원 입원 및 병원 간 환자 이송에 대한 

사전승인 검토.  

• 입원 회복, 입원 후 가정 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검토.  

• 입원 후 입원 환자의 정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검토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circular_letters/cl2020_17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ter-plan-combat-covid-19-surge-new-york-stat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ter-plan-combat-covid-19-surge-new-york-stat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winter-plan-combat-covid-19-surge-new-york-state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003201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003201


 

 

금융 서비스부의 Linda A. Lacewel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 승인 및 기타 

행정 절차의 임시 적용 중단을 통해 병원은 유연성을 확보하여 충분한 병원 수용 인원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 회사와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동계 계획(Winter Plan)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병원 공간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성공적으로 확산을 

완화해왔지만, 코로나19은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사들은 응급 상황으로 진단받은 경우 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급실 치료와 입원 치료를 사후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라는 이유로 보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병원은 보험사가 응급 환자 입원 계획 

및 진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보함하여 각종 고지를 

적절하게 보험사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부는 또한 강력하게 뉴욕주 "서지 및 플렉스" 프로토콜을 시행을 위해 제3 

운영기관에 회보의 조항을 자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각종 행정 절차에 적용하여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DFS 웹사이트에서 보험 회보의 사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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