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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AMERICAN HEALTH CARE ACT) 효과 발표 
 

공화당 하원의 법안에 따라 100 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 보장 혜택 크게 
감소 

 
45 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지방 정부와 병원에 전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뉴욕 주민들이 지출한 세금 공제액 4 억 달러 손실 우려 

 
공화당 하원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American Health Care Act)에 대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분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화당 하원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American 

Health Care Act)에 대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분석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으로 

100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의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성명: 

 

“건강보험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지, 사치품이 아닙니다. Affordable Care Act 시행 아래 

7년간의 진보 후, 공화당 의회는 1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부적절하고, 잘못되었으며 받아 들일 수 없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완전히 

도입되면, 매년 24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납세자와 병원에 전가될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치명적일 영향을 

언급하며 공화당의 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AARP는 이 법안이 메디케어를 

약화시키고 50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의 보험료를 크게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자택 치료 및 양로원 혜택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인력과 서비스가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이 법안은 뉴욕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낙태 및 생식 건강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삭감하면서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을 

https://www.health.ny.gov/press/releases/2017/docs/aca_repeal_analysis.pdf


위한 보험료를 낮추는 자산 조사 방식의 공제액 4억 달러를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이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될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또는 모두 잃게 될 고령의 미국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보험료를 덜 

지불하게 될 고소득층 이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좋지 않은 만큼,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법안의 극렬 

반대파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삭감액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만큼, 

최종 결과안은 상당히 두려울 것입니다. 

 

저렴한 건강보험은 당파적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의 공화당 및 민주당 전 의원은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이 퇴행적 법안에 맞서 싸우고, 그들이 대표할 것을 맹세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American Health Care Act)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원 공화당의 법안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 보장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 향후 4년 동안 45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주, 카운티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에 

전가되어 주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수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 비용 중 최소 24억 달러는 2020년부터 매년 전가될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블록 보조금(Medicaid block grants)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의료보험 거래소(New York State of Health insurance exchange)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뉴욕 주민들이 지출한 세금 공제액 4억 달러가 손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불 능력과 관련 없는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사라지고 부유한 개인 및 

기업이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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