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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채 퇴원한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드림의 법(DREAM'S LAW)에 서명합니다.  

  

겸상 적혈구 병(Sickle Cell Disease)과 싸우는 14세 Dream Shepherd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중심정맥관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도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퇴원 전에 적절한 퇴원 계획을 

세우는 법안(A.212/S.474)에 서명했습니다. 드림의 법(Dream's Law)은 겸상 적혈구 

병(Sickle Cell Disease)과 싸우는 용감한 14세 소녀 Dream Shepherd의 이름을 딴 

것으로, 가족의 보험 회사는 중심정맥관을 관리하는 숙련된 개인 당직 간호사가 

의학적으로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거부한 후 Dream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집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심정맥관 관리와 같은 특정 훈련이 필요한 보살핌을 가족이 

제공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용감하게 

행동을 취해 수많은 뉴욕 주민에게도 도움을 줄 Dream과 그녀의 어머니 Diane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Dream Shepherd는 5세의 나이에 쇠약해지는 겸상 적혈구 병(Sickle Cell Disease)의 

결과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2014년에 Dream은 질병 치료의 일환으로 줄기세포 

이식을 받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심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습니다. 중심정맥관은 

감염과 기타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약한 Dream과 같은 개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Dream이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Dream의 중심정맥관을 관리하고 

돌보아 줄 의료 전문가를 요청했지만, 보험 회사는 이 조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후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결정의 결과로, 

Dream의 어머니는 적절한 관리 기술 없이 중심정맥관에 필요한 관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Dream에게 잠재적인 해를 입히고 그녀의 어머니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집에 머물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심정맥관을 필요로 하는 

퇴원 환자의 간병인이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관리 및 기타 적절한 정보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David Carluc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Dream과 그녀의 어머니 Diana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은 Dream과 그녀의 어머니가 마주했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며,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환자는 퇴원 후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의료 개혁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Sandy Galef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중심정맥관 

또는 기타 심각한 의료 요구 사항이 있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자격을 갖춘 의료 

보호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는 신중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가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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