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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여성의 첨단 유방암 검진 옵션 확장에 대한 조치 발표 

 

보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3D 유방조영술에 반드시 공동부담금, 공동보험료 또는 

공제금이 없이 보험 혜택 제공 

 

3D 유방조영술 기술은 유색인종 여성에 더 흔한 고밀도 유방조직 암 검출에 더 효과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건강보험회사는 뉴욕 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3D 유방조영술에 공동부담금, 공동보험료 혹은 공제금이 없이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3D 유방조영술 검진 혹은 

단층영상합성법은 유색인종 여성에 더 흔하게 발생하는 고밀도 유방조직의 암 검출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 조치는 올 초에 뉴욕 여성의 건강과 생식권리를 위하여 발표한 

주지사의 조치와 그가 작년에 유방암 검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명한 법안에 

기초하여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조기 발견은 가장 긍정적인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방암 검진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3D 유방조영술과 같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첨단 

유방암 검진 옵션의 접근성을 늘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여동생과 딸들을 한 층 

더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유방암 발견과 치료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앰으로써 모두가 건강한 뉴욕을 만들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부 청장 Maria T. Vu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계속하여 뉴욕 여성 

전부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앞장에 설 것입니다. 현재 뉴욕은 그 어느 

때보다 유방암 검진에서 단층영상합성법 검사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전액 보험 

혜택을 포함하여 여성의 권리 보호와 보장 및 여성 건강 지원에 결정적인 조처를 하여 

반드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단층영상합성법 또는 3D 유방조영술은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유방의 

다중 이미지를 수집한 후, 컴퓨터로 유방의 3D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에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eastCancer_3DMammo.pdf


의하면 유방 밀도는 유방암을 진단하는 가장 강력한 척도이며 이런 암은 유색인종 

여성과 같이 고밀도 유방조직을 가진 여성에게 발생할 위험이 더 많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의 유방조직은 밀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일반 유방조영술 검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기 검진과 적당한 방법, 즉 향상된 검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3D 유방조영술은 2D 유방조영술보다 고밀도 

유방조직의 병변 검출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과 백인 여성에 대한 유방조영술 검진 횟수를 같게 해도 흑인 여성의 유방암은 늦게 

검출됩니다. 일부 비용 부담과 같은 접근성 제한 문제로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유방암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유방암은 흑인 여성 암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며 흑인 

여성의 두 번째 사망원인입니다. 

 

흑인 여성 건강 본부 회장 겸 CEO Linda Goler Bloun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여성이 인종과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오래 사는 데 필요한 관리를 제한 없이 받게 

해준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에서 보험회사에 공동 비용부담이 없이 3D 

유방조영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한 조치는 크나큰 발전입니다. 지금 흑인 

여성이 3D 유방조영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검출하기 어려운 암을 조기에 

발견할 더 많은 기회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발표한 조치는 Cuomo 주지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유방암 검진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혜택의 획기적인 법안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과 생식 권리를 

지원하는 일련의 전면적인 조치를 이어가는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낙태 서비스는 공동 부담금이 없이 건강보험회사의 보험 혜택을 받으며 모든 

여성이 공동 부담금이 없이 최대 12개월의 피임약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6년에 서명하여 현재 효력을 발생하는 법안은 유방암 검진 

접근성과 건강보험 혜택을 향상하였으며 9,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대중 홍보 

캠페인,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환자 안내 및 이동 유방조영술 밴 등 유방암에 대한 

인식과 검진을 개선하게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이 획기적인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유방조영술 검진에 대한 연간 공제금, 공동부담금, 공동보험료(“비용-

분담[cost-sharing]”)를 없앨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연방 검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40세에 들어선 여성에 대한 연간 유방조영술보다 더 많은 

횟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유방암에 대한 진단성 검사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제거할 것. 이 검사에는 진단성 

유방조영술, 유방 초음파 검사 및 유방 MRI가 포함됨. 그 결과, 일반 유방조영술이 

아닌 검사가 필요한 여성은 이와같이 가장 흔한 진단성 검사에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first-ever-breast-cancer-motorcycle-awareness-ride-governor-cuomo-signs-legislation-improve


 210개의 병원과 병원 클리닉에서 통상적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유방조영술 예약이 어려운 여성을 위하여 일주일에 최소 4시간의 검진 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 연장된 시간은 월~금: 오전 7시~ 오전 9시 및 오후 5시~ 오후 

7시. 토, 일: 오전 9시~오후 5시 입니다.  

 뉴욕주에서 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매년 유방암 검진을 위하여 4시간 

연장 근무할 공무원을 추가하고 뉴욕시 기타 공무원들과 같은 혜택 제공. 

오늘의 조치는 주지사의 유방암 법안에 단층영상합성법 혹은 3D 유방조영술에 대한 

검진 및 진단성 검사에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기획은 Cuomo 주지사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 

일부입니다. 이 기획을 “뉴욕주가 여성에게 한 약속: 항상 위를 향하여”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에만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여 “Enough is Enough” 법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 

발생하는 성희롱과 싸웠으며, 직원 수와 관계없이 직장 내의 성희롱을 방지하였으며, 

임신 차별을 없앴으며, 전국에서 가장 길고 포괄적인 포상 휴가 프로그램을 정했으며,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뉴욕주가 여성에게 한 약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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