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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의료 보험사가 긴급한 의료 요구에 대한 보험을 부인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새 법률, 의학적으로 적시에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승인 예외 생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료 보험사가 긴급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과 

치료에 대한 보험 보장을 부인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S.5328-A/A.2880-B)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사전 승인 예외를 확대하고 보험 회사가 기존의 외과적 또는 기타 

침습적 수술, 동시에 발생하는 증상 및 관련 부작용과 관련된 추가 서비스 및 수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외과 수술 중 예기치 않은 합병증을 

발견하거나 환자가 화학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보험 회사의 새로운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돕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보험 회사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또는 절차에 대한 

의료 보험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의학적으로 손상된 상태의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원 보험 위원회(Senate Insurance Committee) 의장 Neil D. Breslin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소비자 보호 법률은 환자, 특히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우선시합니다. 이 새 법률은 환자가 자신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단기 및 

장기 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Pamela J. Hunter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전 승인은 수술 중 환자가 

걱정해야 할 가장 마지막 일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전 승인 예외를 확대하면 의료 

전문가가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더 나은 환자의 건강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외과 수술이나 화학 요법과 같은 다른 치료 중 

예기치 않은 합병증을 발견하여 즉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사전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환자를 두는 일이 없게 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이 

법은 건강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90일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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