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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성전환자성전환자성전환자성전환자 치료치료치료치료 및및및및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메디메디메디메디 케이드케이드케이드케이드 혜택을혜택을혜택을혜택을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제안한제안한제안한제안한 

규정을규정을규정을규정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메디 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성전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에 대해 

치료를 제공합니다.  

 

“뉴욕은 항상 진보적인 리더로서 모든 뉴욕 시민들이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 유산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동등 대우 원칙을 보호에 중요한 메디 케이드 자금 관리에 뉴욕의 성전환자들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저는 주에서 이 단계를 취하고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라,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은 의료 전문가의 추천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수술은 최저 연령 18세 혹은 21세 이상의 개인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의료 전문가가 환자가 지속적 성별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1년간 적절한 호르몬 요법을 최소 

1년 이상 받았고,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 역할로 1년 이상을 살았으며 정신 건강 상담을 

받았다는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앞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주요 

초점입니다.”라고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무 차장 및 고문 Alphonso B. David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명확하게 하는 그대로, 성전환자 뉴욕 주민들도 이 주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규제 

변화와 함께, 이 뉴욕 주민들도 똑같이 메디 케이드 자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의학적인 증거는 성별 불쾌감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성전환 수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건강 국장 Howard Zucker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메디 케이드 지불 범위의 

이번 현대화는 뉴욕 주 메디 케어 정책에 정렬을 제공과 성별 정체성 그들이 태어난 성과 다른 뉴욕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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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메디 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성전환자의 건강 관리를 커버하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레곤, 버몬트, 워싱턴 DC에 포함됩니다. 5월에 연방 정부는 메디 케어에서 성별 전환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적용된 범위를 종료했습니다. 

 

이 메디 케이드 규정의 도입은 뉴욕 주 법이 다른 치료와 같은 조건으로 성전환자 건강 관리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 의료 보험 회사에게 요구한 지난 주의 발표를 따릅니다. 이는 또한 

성전환자들에게 출생 증명서 정책에 있어 뉴욕 주의 개정을 따릅니다. 정책에 의거하여, 수정된 

출생 증명서는 허가된 의료 공급자가 성전환자가 적절한 임상적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경우 발급됩니다. 

 

대중은 제안된 규정에 대해 45일간 코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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