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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연방 정부에 헬스케어 삭감으로 35만 아동이 위험에 처함을 경고하는 서한 발행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Howard Zucker는 오늘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ric Hargan 장관 대행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삭감은 뉴욕에 사는 35만 아동의 헬스케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Zucker 커미셔너는 의회가 10억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뉴욕주에서 현 아동 건강 플러스 프로그램(Child Health Plus 

program)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입법부 특별 회의를 요청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10월 1일까지 아동 보건 보험 플랜(Child Health Insurance Plan)을 재허가에 

실패하여, 미국 전역의 수백만 아동의 보건은 위협에 빠졌습니다. 이는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에 맞지 않고 다른 보험에 들 형편이 되지 않는 가족의 자녀 

보건을 지키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한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ric Hargan 귀하  

서기관 대리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Hargan 장관 대행 귀하,  

  

공공 복지 전문가로서 저는 귀하께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헬스케어 보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회와 대통령이 아동 보건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재허가에 실패하여 

헬스케어가 필요한 35만 뉴욕의 아이들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OHLettertoActingSecretaryWright.pdf


 

 

이는 편파적 문제가 아닌, 연약한 아동에게 필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동 보건 보험 프로그램(CHIP)은 뉴욕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보험에 들지 않은 아동 수가 85 퍼센트 감소했으며 본 프로그램 

과정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뉴욕에서 아동 보건 보험 프로그램(CHIP) 할당 

자금이 고갈된다면 현 아동 건강 플러스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뉴욕은 

연방 자금 지원 없이 현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에서 다음 달 보험 보장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서비스를 더는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알릴 것입니다.  

  

의회가 앞으로 몇 주 후 본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연장하지 못한다면 주지사는 

입법부 특별 회의를 요청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부에서 현재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에 등록한 모든 아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가 만든 10억 

달러 빚을 갚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나태함은 미국의 수백만 아동과 뉴욕에 사는 35만 아동의 헬스케어를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뉴욕주는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에 처하기 전에 아동 건강 

프로그램(CHIP)을 연장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고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ard Zucker 박사,  

커미셔너  

보건부  

  

참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리자, Seema Verma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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