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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잠재적 

폐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발표 

 

보험 혜택을 상실할 27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 

 

약 37억 달러 규모의 영향을 받을 뉴욕주 예산 

 

직접 지출 영역에서 59,500만 달러 이상을 상실할 뉴욕주 전 지역의 카운티들 

 

의료 저축 세금 공제 (Health Care Savings Tax Credits)에서 25,000만 달러를 상실할 

뉴욕 주민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의 건강 보험 혜택 및 뉴욕주 예산에 대한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잠재적 

폐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의 폐지가 

통과될 경우, 뉴욕주민 약 27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이며, 뉴욕주는 37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뉴욕주 예산의 영향과 재산세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카운티로 직접 

전달되는 약 6억 달러의 연방 기금의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지방 예산 그리고 건강 보험 혜택에 

의존하는 뉴욕 주민들에 대한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의 폐지 비용은 단순히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이 의료법의 실행 이후,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은 지역 정부와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는 건강 보험 비용을 낮추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으며, 연방 정부가 수백만 근로 가구의 건강과 생계를 위험에서 구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뉴욕주 보건교류국 (NY State of Health exchange)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뉴욕 

주민들의 비율을 10 퍼센트에서 5 퍼센트로, 성공적으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자격 및 건강 보험 혜택을 크게 확대하여 이전에 보험을 갖지 못했던 뉴욕 주민들 

수십만 명이 경제 및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등록 수준에 근거할 

경우,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폐지로 27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의 등록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인구의 추정치를 아래에 카운티별로 세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카운티 

보험 혜택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주민 

Albany 25,552 

Allegany 4,608 

Bronx 300,012 

Broome 20,231 

Cattaraugus 8,310 

Cayuga 7,665 

Chautauqua 15,270 

Chemung 9,160 

Chenango 5,184 

Clinton 7,787 

Columbia 6,827 

Cortland 4,606 

Delaware 4,461 

Dutchess 25,074 

Erie 93,403 

Essex 3,660 

Franklin 5,110 

Fulton 6,038 

Genesee 5,074 

Greene 4,971 

Hamilton 522 

Herkimer 6,932 

Jefferson 10,955 

Kings 540,320 

Lewis 2,932 

Livingston 4,972 

Madison 5,861 

Monroe 75,512 

Montgomery 5,473 

Nassau 133,324 

New York 218,937 



Niagara 21,287 

Oneida 24,781 

Onondaga 45,682 

Ontario 9,355 

Orange 37,851 

Orleans 4,522 

Oswego 12,568 

Otsego 5,785 

Putnam 7,006 

Queens 493,058 

Rensselaer 12,540 

Richmond 56,882 

Rockland 38,526 

Saratoga 16,340 

Schenectady 16,056 

Schoharie 3,079 

Schuyler 2,065 

Seneca 3,145 

St. 
Lawrence 11,063 

Steuben 10,039 

Suffolk 152,631 

Sullivan 9,668 

Tioga 4,560 

Tompkins 7,827 

Ulster 19,850 

Warren  6,796 

Washington 6,689 

Wayne 9,354 

Westchester 91,844 

Wyoming 3,700 

Yates 2,515 

총액 2,715,807 

 
 
 



이 폐지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을 뉴욕주 예산은 37억 달러입니다. 뉴욕주의 카운티들은 

카운티로 직접 전달되어 재산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을 통해 추가적인 연방 정부 메디케이드 (Medicaid) 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의 폐지는 총 59,500만 달러의 기금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각 카운티가 상실하게 될 카운티에 

할당되는 연간 기금의 카운티별 내역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2016년-17년 기금 지원 

Albany $4,738,862 

Allegany $786,300 

Broome $3,049,122 

Cattaraugus $1,211,333 

Cayuga $1,098,606 

Chautauqua $2,443,709 

Chemung $1,491,573 

Chenango $686,373 

Clinton  $1,292,531 

Columbia  $833,957 

Cortland  $786,023 

Delaware  $666,830 

Dutchess  $2,974,044 

Erie  $17,149,148 

Essex  $400,176 

Franklin  $681,442 

Fulton  $879,897 

Genesee  $691,774 

Greene  $832,298 

Hamilton  $68,800 

Herkimer  $956,261 

Jefferson  $1,601,068 

Lewis  $294,378 

Livingston  $686,242 

Madison  $842,891 

Monroe  $13,023,431 

Montgomery  $797,695 



Nassau  $17,866,829 

Niagara  $3,849,704 

Oneida  $4,169,425 

Onondaga  $7,871,592 

Ontario  $1,042,122 

Orange  $5,021,173 

Orleans  $667,917 

Oswego  $2,281,144 

Otsego  $729,112 

Putnam  $561,094 

Rensselaer  $2,307,076 

Rockland  $3,867,080 

St. Lawrence  $1,564,073 

Saratoga  $1,864,638 

Schenectady  $2,462,377 

Schoharie  $475,760 

Schuyler  $312,126 

Seneca  $369,493 

Steuben  $1,514,370 

Suffolk  $18,310,813 

Sullivan  $1,439,822 

Tioga  $589,433 

Tompkins  $1,015,126 

Ulster  $2,935,566 

Warren  $787,632 

Washington  $746,252 

Wayne  $910,595 

Westchester  $15,243,258 

Wyoming  $382,781 

Yates  $282,426 

업스테이트 총액 $162,405,572  

뉴욕시 총액 $433,294,428 

뉴욕주 총액 $595,700,000 

 
 



George Gresham, 1199SEIU 의료 전문가 동부지역 노조 (1199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의료 전문가들은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의 긍정적인 효과를 매일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 오는 대신 미리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용주들은 보상받지 못하는 치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줄여왔습니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은 아플 경우 재정적인 파멸로 이어진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대체법을 확보하는 조치없이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을 폐지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우리 이웃 뉴욕 주민들과 뉴욕주 및 

지역 예산의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비용에 대해서 알리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지사님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Kenneth E. Raske 대뉴욕 병원 연합회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받을 주민들의 수치는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이 폐지될 경우 일어날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또한 병원이 속한 지역사회에 심각하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27개 병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시 대상자 목록 (watch list)’에 올라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병원 양쪽 모두 비슷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체 계획없이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을 폐지할 경우, 안전망 병원과 그 

병원이 속한 취약한 지역사회의 형편이 극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현재 보호받고 있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의회 대표단 (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의 양당 

구성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ea Grause 뉴욕 의료 연합회 (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병원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주요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의료법 (ACA)의 폐지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및 경제 활동 측면에서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 현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중요한 

활동에 주지사님과 공조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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