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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험 업계에 PrEP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장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DFS 지침 발표

고객과 PrEP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공동 부담 금지
보험 업계와 협력하여 회람 작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예방을 위한 노출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 및 관련 서비스 예방에 대한 보장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의
회람을 뉴욕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험사에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계속 건강보험 접근권을 줄이고
팬데믹 기간 동안 명확하지 않은 지침을 내리는 가운데, 뉴욕은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성적 지향 또는 성적 표현, 트렌스젠더 여부에 관계 없이 뉴욕 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보험 헤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지침은 분명합니다. 뉴욕 주민은 비용을 공동
부담하지 않고 PrEP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Linda A. Lacewell 뉴욕주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이렇게 말헀습니다. "연방 정부가 계속
양질의 건강보험 혜택을 철폐하는 가운데, DFS는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트랜스젠더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보험을 유지할
것입니다. 뉴욕의 규제를 받는 건강 보험사는 반드시 권고 검사 및 PrEP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하여 비용을 공동 부담하지 않고 PrEP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PrEP 권고 요강의 "기타 고려 사항 및 시행(Other Considerations, Implementation)"
섹션은 또한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PrEP 처방 전 특정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오늘 방송된 회람에 따르면, 달리 연방 지침이 규정하지 않는다면 뉴욕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험사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 건강 보험 정책을 제외하고 USPSTF가 권고하는
관련 검사 및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 공동 부담 없이 보장해야 합나다.

HIV 감염 예방을 위한 PrEP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DFS는 보험 업계와
협력하여 PrEP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rEP 처방이 유용한 사람들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 여부에 관계 없이 검사
및 후속 조치를 받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DFS는
오늘 발송한 회람, 제21호 보험 회람(Insurance Circular Letter No. 21) (2017), 제21호
보험 회람 보충 1호(Supplement No.1 to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21) (2019)가
완전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FS 웹사이트에서 회람의 전체 내용 사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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