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CUOMO 주지사 특별 기고문: 오피오이드 위기를 외면하는 

의료법안  

 

오늘,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에서는 워싱턴 중앙정부의 의료 정책이 

오피오이드 위기를 퇴치하려는 노력에 가져올 파괴적인 충격에 관한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현재 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오피오이드의 급속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 의회의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의료 입법안은 현재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약물 치료 

서비스에 쓰이는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지금은 오피오이드 치료 예산을 삭감할 시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약물은 현재 50세 미만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서, 1993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사들을 통해 조제되는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가 650,000건이 

넘고 3,900명이 비의료적 목적으로 오피오이드 처방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580명이 

헤로인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78명이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남용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상원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상황에 맞춰 대응 노력의 규모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력을 줄이자고, 그것도 크게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의 의료 입법안은 기존 

질환을 가진 분들을 포함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확산 퇴치에 사용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들의 입법 제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무자비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이 약물 

사용 대처 프로그램(substance use programs)을 위한 연간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총 12억 달러 가운데 거의 8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서 2016년 한 해에만 

http://www.nydailynews.com/opinion/health-bill-retreat-opioid-crisis-article-1.3315836


234,000명의 약물 사용 문제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었던 액수입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의 삭감은 오피오이드 중독과의 싸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료와 위기 관리, 해독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치료하는 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형태의 입법은 우리와 같은 주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자격 확대에 

사용하는 연방 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메디케이드(Medicaid)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는 한편으로 이 나라의 최고 부유층에게는 막대한 감세 혜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으로부터 

7,720억 달러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하원에서 통과되는 대체 입법은 

향후 4년간 약 69억 달러의 연방 지원 기금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공화당의 의료 법안은 오피오이드 치료 목적으로 2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고 10년간 

45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정도 기금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피오이드 치료 비용만 놓고 봐도,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 확대가 없다면, 이 

오피오이드 확산의 단지 빙산의 일각만 다룰 수 있을 뿐입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예산이 

삭감되면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급속히 축소될 것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4년과 2015년 사이 20% 증가하여 한 

해 2,3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뉴욕시에서만 봐도 약물 남용 사망자 수는 지난 6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6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약물 남용 사고 사망자 수는 1,374명으로서 하루에 거의 

4명꼴입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많은 가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이용하는 데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워싱턴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 삭감이 초래할 인간적 비용을 

망각했을지 몰라도 뉴욕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중독에 대한 해답은 심판과 방치, 

처벌이 아니라 배려와 치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끔찍한 유행병을 막기 위해 싸우는 우리 뉴욕주 의원단과 전국의 여러 주에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고통받는 분들을 지지할 것이며, 이 분들을 더욱 더 

고통받게 하려는 자들에 맞설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이 의료법안이 “온정”적인 법안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는 



비정한 법안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안에 관한 한, 아무도 완전히 만족해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한 곤경에 처한 분들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악화일로에 있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막아내야 할 뉴욕주의 역량이 이 법안으로 인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단의 의원들은 힘이 닿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전국의 모든 의원들 역시 자신의 주에서 똑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미합중국과 워싱턴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재앙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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