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의 어린이 132,000 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연방정부 건강보험 

삭감 철회를 연방의회에 요구  

  

뉴욕 전 지역의 어린이 35만 명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험에 처하게 한 어린이 건강보험 

계획(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연장 실패  

  

뉴욕 주민 200만 명을 위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 센터(Health Center)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연방정부 예산 삭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에서 131,862 명의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삭감을 철회할 것을 연방의회에 요구했습니다. 10월 1일까지 

어린이 건강보험 계획(CHIP)을 재승인하는 데 실패하여, 연방의회는 뉴욕에 대한 

지원금 10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어린이 35만 명을 포함하여 미국 전 

지역의 어린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자격이 없고 다른 보험에 들 형편도 되지 않는 가족의 

성장기 자녀를 위해 필수적인 예방적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망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10월 1일까지 의료 센터 프로그램(Health Centers Program)을 연장하는 데 실패한 

연방의회는 뉴욕의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 사이트 650 곳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1억 3,800만 달러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의료 센터들은 뉴욕주에서 부분적인 보험에만 가입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광범위한 

진료를 포함하여, 뉴욕 주민 200만 명에게 고품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건강보험 계획(CHIP)의 보험 적용을 받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 센터(FQHC)를 일차 진료를 받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연방정부 예산 삭감은 뉴욕주의 모든 650 개 의료 센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건강보험 예산 삭감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정치 놀음을 

계속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큽니다. 저는 연방의회가 이 필수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health care program)들을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의원들에게 우리의 건강보험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오늘 주지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뉴욕주를 이동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바로 그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워싱턴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어린이 건강보험 계획(Child Health Insurance Plan)과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를 위한 기금을 

복원하여 우리의 동료 뉴욕 주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연방의회는 사람들의 삶을 희롱하는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린이 건강보험 계획(CHIP)은,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자격은 없지만 특별히 연방 

빈곤 수준의 400 퍼센트까지 해당하는 가정이나 소득이 약 82,000 달러인 3 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보험 옵션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뉴욕주 가정에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망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험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전 지역의 어린이 수백만 명을 돕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Mario Cuomo 전 

주지사 재임 시절 어린이 건강 플러스 건강보험 계획(Child Health Plus health insurance 

plan)으로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어린이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에는 정기 검진, 예방 접종, 의사 방문, 

처방전 적용 등과 더불어 치과, 시력 관리 등과 같은 예방 치료가 포함됩니다. 뉴욕의 

어린이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 프로그램은 무보험 어린이의 수를 1996년의 

70만 명에서 2017년의 10만 명으로 85 퍼센트 정도 줄이는 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 없이 어린이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를 계속 유지하려면 뉴욕주 

납세자들이 10억 달러 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오늘, 연방정부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Eric Hargan 장관 대행에게 연방정부 

지원금 없이 뉴욕이 현재의 어린이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방의회가 앞으로 몇 주안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의회의 특별 

회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Zucker 커미셔너는 말했습니다. Zucker 

박사의 서한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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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 센터(FQHC)들도 연방의회가 초당적인 의료 센터 

프로그램(Health Centers Program)을 재승인하는 데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 센터(FQHC)는 어린이 건강보험 계획(CHIP) 하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을 위한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20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에게 일차 의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 센터(FQHC)들은 저소득층, 소수계, 고령의 뉴욕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곧 행동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전 지역의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 센터(FQHC)들은 잠재적으로 인력 충원이 줄어들거나 프로그램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방의회는 생명 앞에 다시 예산 삭감을 들이대면서 수십만 명의 뉴욕 

어린이와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저희는 보험에 든 뉴욕 주민들의 수를 늘리고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저는 연방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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