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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월 1일에 발효되는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안 발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을 종료시키는 개혁안이 포함된 

새로운 법률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남용 퇴치 개혁안을 완전히 시행하게 되는 주지사가 서명한 

획기적인 입법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를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올해 초 주지사가 서명한 획기적인 입법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일단 

발효될 경우, 건강 보험은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고통 받는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치료 서비스를 책임지며,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예방 전략을 

확대하며, 뉴욕주의 오피이오드 과다 처방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개혁안의 완전한 제정으로,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며, 이들 약물을 도로에서 없애기 위한 

새로운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인공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이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위기의 파멸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이 질병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싸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 조치는 주지사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 (Governor’s Heroin and 

Opioid Task Force) 팀이 확인한 몇가지 모범 사례 및 권장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의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한 뉴욕주의 적극적인 활동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보험 관련 보호 조치에는 이 입법 조치의 최종 구성 요소이며 

입원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4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사전 보험 승인 종료: 보험 회사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입원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보험 회사의 이용 검토가 최초 치료후 14일이 지나야 시작되어 보험 

회사가 개입하기 전에 모든 환자가 최소한 2주간의 중단 없는 치료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combat-heroin-and-opioid-crisi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recommendations-heroin-and-opioid-task-force


 

 약물 치료 약물처방을 더 많이 받게 허용하도록 사전 보험 승인 종료: 보험 회사는 

약물 치료 약물처방의 응급 용품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프레노르핀과 주사 가능 의약품인 날트렉손을 원하는 메디케이드 (Medicaid) 

수혜자를 치료하는 관리 의료 제공자에게도 또한 적용되는 유사한 조항이 6 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모든 보험 회사가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는 개인에 대한 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뉴욕주 승인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보험 회사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릴 때 뉴욕주가 승인한 객관적인 기준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반전 의약품 (Overdose-Reversal Medication)을 위한 

보험 적용 범위 요구: 보험 회사는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과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그 가족에게 처방될 경우, 날록손의 비용을 반드시 보상해야만 합니다. 

 
 

이 새로운 보험 적용 범위 규정은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보험 뿐만 아니라 1월 

1일부터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금융서비스부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서 규제하는 소규모 그룹 및 대규모 그룹 보험에도 적용됩니다. 

 

Maria T. Vullo 금융서비스부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획기적인 개혁안 아래,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현재 받을 자격이 되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찾고 있는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적용된 입법 조치의 다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독 치료 서비스 증진  

 

 약물 복용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개인에 대한 평가 

증가: 가족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연락이 취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들은 48 시간부터 72 시간의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후속 치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도록 

규정: 병원 의료진은 약물 사용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까운 치료 옵션을 연결하기 위한 퇴원 계획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보다 많은 숙련된 전문가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과다 복용-반전 의약품 

(Overdose-Reversal Medication) 관리 허용: 숙련된 전문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전문 면허에 대한 위험없이 응급 상황에서 날록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순환 서비스 (Wraparound Services)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에 시작된 이 순환 프로그램 (wraparound program)은 이제 

교육 및 고용 자원을 포함한 치료를 완료한 개인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i) 법률 

서비스 (ii) 사회 복지 서비스 (iii) 교통지원, 보육 서비스 (iv) 동년배 지원 그룹 

서비스. 

 
 

지역사회 예방 전략 강화:  

 

 30일에서 7일로 줄이는 오피오이드 처방 한도: 급성 통증에 대한 초기 

오피오이드 처방의 한계는 만성 통증 및 기타 조건을 제외한 상태에서 

30일로부터 7일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모든 의사와 처방 의사를 위한 중독 및 통증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규정: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중독, 통증 관리, 고통 완화 처치에 대해 3년마다 3시간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합니다. 

 

 약사가 약물 중독 및 남용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 약사들은 지역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독 위험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교육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전염병을 퇴치하도록 추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뉴욕주를 지원하기 위해 과다 

복용 및 처방전에 대한 자료 수집 요구 규정: 뉴욕주 보건부커미셔너는 분기별로 

오피오이드 남용 및 과다 복용-반전 의약품 (overdose-reversal medication)에 

대한 카운티 수준의 자료를 반드시 보고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질문을 가지신 소비자는 수신자 부담 직통 

전화 (800) 342-3736 또는 www.dfs.ny.gov를 통해 금융서비스부 (DF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df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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