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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나 NICA 계획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플로리다주 법령 법항 766.301-766.316의 사본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lorida Birth-Related Neurological Injury 
Compensation Association
Post Office Box 14567

Tallahassee, Florida 32317-4567
전화: (850) 488-8191

무료 전화: 1-800-398-2129
www.nica.com

플로리다주 법령(“NICA 법”)의 법항 766.301-766.316은

특정 출산 관련 신경학적 상해에 대한 권리 및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배타적 배상입니다. 본

브로셔는 플로리다주 법령의 법항 766.316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법의 적용

조항 하에서 환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제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법령의 사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1989년부터 수 많은 재판에서 입법적

의도를 명확히 하며 NICA 법을 해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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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탄생은 흥분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집에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사와 병원의 기술과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에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신경학적

손상(neurological injury)”이라고 하는 갓난 아기의 신경

체계에 대한 손상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해는 신체적,
금전적, 감정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8년에 플로리다주 입법부는 출산 시 아기가 적격한

신경학적 상해를 당한 경우 장기간 소요되던 의료 사고

소송 절차를 대신하기 위한 계획이 규정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통해 플로리다주 출산 관련

신경학적 상해 보상 협회(NICA)가 조직되었습니다.

배타적 배상
이 법에서는 계획 하에 제공되는 배상을 배타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획에 의하여 상해가

보상될 경우, 보상을 받은 가족은 의료 사고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 및 배상 범위
출산 관련 신경학적 상해란 출산 시 최소 2500그램인

생산아(live-born infant)의 척추관이나 뇌에 발생한

상해로 정의되었습니다. 쌍생아인 경우, 각 생산아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무게는 2000그램입니다. 상해는

반드시 의료 행위, 분만 또는 병원의 응급 이송

과정에서의 소생술 시행 도중에 산소 공급 부족이나

기계적 손상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상해는 아기에게 영구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실질적인 피해여야 합니다. 이 법은 유전적 또는 선천적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령

법항 766.302(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참여 의사에

의해 분만된 아기에게

발생한 상해만 계획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다음과 같은 보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 또는 연방 정부 또는 개인 보험업자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 간호, 서비스, 약물, 장비, 시설

및 여행에 대해 필요하며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소요 비용.
• 또한 아기의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1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배상금.
• $10,000의 사망 배상금.
•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 청구에 소요된

이성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NICA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와 관련된 단 두 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출산과 관련한 적격한 신경학적

상해를 당한 아기의 부모에게 배상금을 제공키 위한

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협회입니다. 이 계획은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무과실(No-Fault)”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 법의 적용 자격이 인정되는

아기의 부모가 행정국 청문회(Division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배상을 요구할 경우 의료 및 병원 간호에

소요된 모든 실제 비용이 이 계획에 의해 지불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사가 NICA 계획에 참여한 의사인 경우

귀하께서는 이 보호를 받을 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의사가 참여 의사라는 말은 귀하의 자녀가 법에서

인정되는 출산 관련 신경학적 상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의사가 귀하에 대한 배상금을 구매하였음을

뜻합니다. 귀하의 건강 관리 제공업체에서 이 정보

양식의 사본을 귀하께 제공한 경우, 해당 건강 관리

제공업체에는 한 명 이상의 의사가 NICA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지한 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