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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예상치 못한 의료 청구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뉴욕의 획기적 

법안인 비제휴(OUT-OF-NETWORK, OON)법의 성공 발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독립 분쟁 해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IDR)을 위한 의사 결정 횟수가 2015년 149건에서 2018년 

1,148건으로증가했다고 보고  

  

비제휴(OON)법으로 소비자들의 응급 서비스 관련 비용 4억 달러 이상 절감  

  

비제휴(OON)법, 주지사가 이전에 검찰총장으로서 의료비의 투명성 보장을 지원했던 

업무를 기반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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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인 뉴욕의 비제휴법의 성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새로운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비제휴 의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받는 

예상치 못한 응급 및 의료 청구서와 증가하는 분쟁 해결 요청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소비자를 분쟁 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법은 뉴욕 주민들의 응급 서비스 

비용 단독으로만 4억 달러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의료 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제휴법이 환자를 보호하는 방식과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비제휴 

제공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인권이기 때문에 비제휴법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주 전역의 공정하고 

균등한 의료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감독관 Linda A. Lace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소비자의 재정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막대한 부담이 되어 일부 사람들은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검토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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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뉴욕 주민들이 불필요한 충격과 부담스러운 예상치 못한 청구서 및 분쟁에 직접 

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비제휴(OON) 법에 따라 소비자는  

비제휴(out-of-network) 응급 및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대한 분쟁에서 벗어나며, 건강 

보험 및 제공자는 독립 분쟁 해결(IDR) 절차를 사용하여 이러한 청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대한 보호, 공개 개선, 제휴 네트워크 적정성 

요구 사항 확장,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비제휴(OON) 보상, 외부 항소 권리 확대, 

손쉬운 청구 제출 등 기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비제휴(OON)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2015년에 이 법이 시행된 이래, 금융서비스부(DFS)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독립 분쟁 해결(IDR) 요청과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제휴(OON)법은 당시 Andrew Cuomo 검찰총장이 시작한 업무를 바탕으로 

비제휴(out-of-network) 상환의 투명성을 해결합니다. 오늘날 건강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음 비제휴(out-of-network) 상환의 세 가지 출처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의료비의 

투명성을 창출하기 위해 당시 Andrew M. Cuomo 검찰총장이 설립한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인 공정한 의료 데이터베이스(FAIR Health Database), 메디케어(Medicare) 비용 

일정, 또는 건강 보험에서 정한 비용의 세가지입니다. 그러나, 의료 보험 보상 금액이 

제공자가 부과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공자, 의료 보험 및 특정 소비자는 금융 서비스부(DFS) 웹사이트의 포털을 통해 독립 

분쟁 해결 기관(IDR entity, IDRE)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독립 분쟁 해결(IDR) 

절차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 또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 종이 서류 

검토가 수행되고 시기에 맞춰 결정을 내립니다. 독립 분쟁 해결(IDR) 요청은 금융 

서비스부(DFS)에 제출되고 검토를 위해 금융 서비스부(DFS)에서 인증한 독립 분쟁 

해결 기관(IDR entities)에 할당됩니다. 독립 분쟁 해결 기관(IDR entity)은 각 당사자의 

마지막 최선의 제안을 기반으로 제공자의 비용 또는 건강 보험의 비용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결정합니다.  

  

오늘 발표된 금융 서비스부(DFS)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총 

2,595건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의 149건에서 2018년에는 1,1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된 2015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소비자의 비용을 

4억 달러 이상 절감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응급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절감과 제휴 참여에 

대한 보상 증대를 통한 것입니다.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휴(in-network) 병원에서 응급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의사가 반드시 제휴 네트워크(in-network) 내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제휴(OON)법 



 

 

시행 전에는 과도한 응급 비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 또는 건강 

보험은 단지 청구 금액을 지불했으며,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건강 보험 제휴 

네트워크에 참여할 보상이 없었습니다. 비제휴(OON)법은 비제휴 응급 서비스에 대한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비제휴 청구액을 34% 줄이고 제휴(in-network) 

응급의사 비용을 9% 낮췄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융 서비스부(DFS) 보고서는 응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독립 분쟁 해결(IDR)을 위해 금융 서비스부(DFS)에 

제출된 응급 서비스 청구서와 관련된 2,250건의 분쟁 중 263건이 해결되어 총 

12%에 달했습니다.  

• 의사 결정의 43%는 건강 보험에 유리했고 24%는 제공자에게 유리했으며 33%는 

건강 계획과 제공자 사이에 분할되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 일자에 두 개 이상의 

신의료 기술(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코드가 제출되었으며 독립 

분쟁 해결 기관(IDRE)은 일부 코드는 건강 보험에, 일부 코드는 기타 당사자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응급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의 가장 일반적인 전문 분야는 성형 

외과, 응급 의학 및 정형 외과 수술 순이었습니다. 보다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 분야로는 

심장학, 신경학, 방사선학, 치과 수술, 마취과, 보조 수술, 정신과, 위장병, 

산부인과(OB/GYN), 비뇨기과 및 소아과 등이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된 

모든 분쟁 중 1% 미만을 차지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상치 못한 청구서와 관련된 1,486건의 분쟁이 독립 분쟁 

해결(IDR)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815건의 독립 분쟁 해결(IDR)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강 보험은 사례의 13%에서 우세했으며, 제공자는 사례의 48%에서 

우세했습니다. 분할 결정은 39%를 차지했습니다.  

  

독립 분쟁 해결(IDR) 결정의 금액은 건강 보험이나 제공자의 우세와 상관없이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가 가장 흔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 서비스부(DFS)는 독립 분쟁 

해결(IDR)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욕의 비제휴(OON)법은 

이해관계자를 함께 모아 응급 서비스 및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대한 과도한 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 전문의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dfs.ny.gov/system/files/documents/2019/09/dfs_oon_id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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