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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폐지 및 대체와 콜린스 수정안(COLLINS 
AMENDMENT)에 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폐지 및 대체에 관해 더 알게 될수록, 뉴욕주는 더 

아프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폐지 및 대체는 Trump 행정부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 

공약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Reagan 시대를 가리켜 ‘책임 떠넘기기 없이 책임 

떠넘기기’라고 일컫는 고전적인 공화당 프로그램입니다. Paul Ryan 하원의원과 급진 

보수파들이 그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Ryan 하원의원은 ‘수십억 달러의 수급 삭감’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에 

하려는 일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너무 관대하다’며 

오랫동안 한탄해 왔습니다. 그들은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안안을 조소했고, 

한 보수주의자는 치과 진료 거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조차 ‘수프를 먹으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폐지 및 대체 법안(Repeal and Replace Act)은 지역 유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주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는 동시에 기금을 대폭 삭감할 것입니다. 4년간 뉴욕주는 46억 달러를 

잃고, 2020년 회계연도까지 최소 24억 달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Chris Collins 하원의원과 John Faso 하원의원은 카운티가 메디케이드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방 정부는 

50%를, 주 정부는 25%를, 지방 정부(카운티)는 25%를 지불해 왔습니다. 주 정부는 

그러한 부담을 상당 부분 이미 해소시켜 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뉴욕시 외부 카운티의 

손실로 인한 프로그램 감소액은 23억 달러입니다. 이번 삭감은 매우 심각하여 

업스테이트 뉴욕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주요 병원, 양로원 및 요양 시설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안, 카운티 행정책임자가 

어떻게 자신의 카운티가 번영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건강 보험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Collins 하원의원과 Faso 하원의원은 그들의 수정안을 ‘카운티를 위한 절세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함정입니다.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건 부문이 타격을 입는다면, 업스테이트 뉴욕과 롱아일랜드 경제는 

불안정해지거나 붕괴할 것입니다. 



 

Collins 하원의원과 Faso 하원의원이 그들의 지역구에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도우려 노력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삭감은 실제 뉴욕 주민들의 

수없이 많은 삭감액 중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공화당 예산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의 세금을 삭감하는 반면, 주택 보조금, 푸드 스탬프, 난방 프로젝트, 커뮤니티 

개발 기금 등 중산층과 서민 가정을 위해 쓰이는 모든 비용을 삭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뉴욕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 없으며, 뉴욕 주민들은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Collins 하원의원과 Faso 하원의원의 극도로 보수적인 법안으로 

발생한 비용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근면한 서민 가정들이 지불할 것이며, 그 가족들은 

그것이 누구의 탓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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