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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3년 1월 6일 

CUOMO 주지사, 보험률 삭감 요청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소비자가 5억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라고 
발표하다  

금융서비스국,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를 인상률 이하로 억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서비스국(DFS)이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013년 뉴욕 주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5억 달러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보건 비용을 억제하려면 이 밖에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은 약 12.4%의 가중 평균 인상을 요청했으나, DFS는 보험료 요청 검토 권한을 담은 
2년 된 법률에 의거해 평균 인상률을 7.5%로 삭감했습니다. 이는 보건 비용의 10% 증가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DFS의 보험료 조치는 주로 소규모 형태의 약 230만명의 뉴욕 주민의 건강보험 증권에 영향을 주고, 
대규모 형태의 HMO, 개별적인 직접지불플랜 및 Medicare 보조보험증권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DFS는 보험회사가 1월 초에 보험료 부과에 사용할 새로운 보험회사 
보험료 신고 내역을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저지에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행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건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두가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enjamin M. Lawsky,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비용의 인상은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DFS는 소비자 집단, 보험회사, 병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Elisabeth R. Benjamin, 뉴욕 Community Service Society의 Health Initiatives 부사장이자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요청에 대해 공개적인 거부에 들어간 Health Care for All New York의 공동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매일 보건 비용 인상과 씨름해야 하는 뉴욕의 소상공인과 가정에게 
중요한 승리입니다. 보험료를 본래 수준으로 통제하는 이번 조치는 보건 개혁이 뉴욕 주민 및 
뉴욕의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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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ir Horner, NY & NJ의 ACS CAN(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Action Network)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료를 정밀 조사한 끝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ACS CAN은 이 행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험회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려는 활동을 지지합니다.” 
 

David McNally, AARP New York Manager of Government Affairs and Advocac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ARP는 Cuomo 주지사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소비자들을 돕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 AARP는 오랫동안 건강보험 시장 개혁을 지지해왔고, 
주지사께서 뉴욕 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Ben Geyerhahn, Small Business Majority의 뉴욕주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뉴욕의 사전 승인 법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 보험회사들이 제안한 15.8%의 평균 보험료 인상은 소상공업체에 소속된 
120만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지사께서 이 보험료를 원래 인상 
요청분의 절반인 9.6% 인상으로 억제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이는 보험회사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청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하는 보건 개혁 조항 덕택에 소상공업체가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회사 발전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Todd Shimkus, Saratoga 카운티 상공회의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의 사전 승인 
방침 이행은 뉴욕주의 소상공업체와 그 직원들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자 상당한 이득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오랜 세월동안 늘 그랬듯이 원하는 대로 보험료를 마음대로 신고하고 
인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내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사들이 보다 나은 보험료를 
통해 혜택을 얻게될 뿐만 아니라, 회사와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험료와 혜택을 비교한 후 
자신들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보험을 찾을 수 있게끔 새 법에서 매년 11월 1일까지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소비자들이 보험료 변경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금융서비스국이 보험사 보험료 요청을 
검토-잠재적으로는 절감-하는 것을 허용 받은 두 번째 해입니다. 
 

금융서비스국은 2010년에 통과된 사전승인법에 따라 보험료를 검토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서비스국에 보험료 인상 요청 내역을 제출하여 인상 내역의 정당성을 
입증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승인법은 건강보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보건 서비스에 보험료 
1달러 당 82센트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상비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사전승인법 시행 이전에는 “File and Use”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보험회사들이 금융서비스국의 사전 검토와 잠재적인 조정 없이 소비자에게 
인상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File and Use”가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보험료는 연간 
평균 14%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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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형태의 보험요율은 보험회사들이 제안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 15.7%에서 줄어든 평균 9.5% 
정도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서비스국은 HealthyNY 보험료 인상 제안분을 평균 13% 이상 
삭감하였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청구한 인상분을 5%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시장 및 회사의 보험료 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시장 부문 
관련 회원사 
총수  

요청된 연간 
보험료 

인상분(가중 
평균) 

승인된 연간 
보험료 

인상분(가중 
평균) 

DFS에 의한 
삭감 

개별, 직접 지불 52,383  +9.54% +4.48% -5.06% 

소그룹 형태  1,280,649 +15.77% +9.59% -6.18% 

대그룹 형태  $611,780  +7.84% +5.20% -2.64% 

HealthyNY 117,859  +24.84% +11.81% -13.03% 

Medicare 보조보험 319,722 +3.27% +2.59% -0.68% 

전체 2,382,393  +12.37% +7.52% -4.85% 

보험회사 
관련 회원사 
총수  

요청된 연간 
보험료 

인상분(가중 
평균) 

승인된 연간 
보험료 

인상분(가중 
평균) 

DFS에 의한 
삭감 

Aetna 회사들 40,417  +11.04% +7.38% -3.66% 

CDPHP 회사들 169,930  +7.63% +7.47% -0.16% 

Empire 회사들 77,984  +8.06% +4.09% -3.97% 

Excellus Health Plan, 
Inc. 286,870  +10.42% +9.33% -1.09% 

GHI 회사들 133,042  +20.63% +9.15% -11.48% 

HIP 회사들 385,855  +11.35% +5.10%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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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Now New York 
Incorporated  101,133  +10.86% +10.18% -0.68% 

독립 회사들 110,311  +5.81% +5.66% -0.15% 

MVP 회사들 174,544  +8.69% +7.28% -1.41%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of NY 7,146  +16.90% +15.00% -1.90% 

Oxford 회사들 640,314  +19.96% +10.05% -9.91% 

UnitedHealthcare 
Insurance Company of 
NY 254,847  +3.24% +2.77% -0.47% 

전체 2,382,393  +12.37% +7.52%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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