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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콜린스 수정안(COLLINS AMENDMENT)과 관련한 KATHY HOCHUL  
부지사의 성명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들은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벌 

정치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부를 장악하였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제안된 메디케이드 

수정안이 부유한 특수 집단의 세금을 감면하고 뉴욕주의 재정을 파탄시켜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층의 건강보험을 삭감할 것입니다. 

 

더 나쁜 점은,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 Chris Collins가 주 정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정안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주당원들이 Collins 의원을 윤리 문제를 들어 

공격하고 있고, 정치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일 뉴욕 주민들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메디케이드 수정안은 주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 손실을 부담하게 만들고 병원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마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듯이, Collins 의원은 뉴욕시 외부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뉴욕주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담 비율은 카운티 13%, 주 정부 36%, 연방 정부 

51%입니다. 이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그의 고향은 약 23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 어렵게도 공화당의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폐지 계획 비용 

외에도, 추가로 24억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이전: Collins 의원은 뉴욕 주민들에게 무려 47억 달러의 세금 인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원투 펀치는 지난 6년간 세금을 전체적으로 감면하고 역사상 최저 

지출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주지사와 주 의회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건강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며, 병원은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고, 

취약 노인층은 양로원 혜택을 받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본안을 보면, 카운티는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메디케이드 이전에도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불했으며, 실제로 현재 수십년 이상 

유리한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1960년, 뉴욕주와 대부분의 카운티가 판매세 수익을 올리기 훨씬 전에 의회는 Kerr-Mill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 건강보험 자금 조달에 국가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주 카운티들은 건강보험 비용의 약 44%를 지불하고, 주정부는 

약 38%를, 연방 정부는 약 18%를 지불하였습니다. 

 

1965년, 메디케이드가 그 프로그램을 대체하였고, 카운티는 25%를 부담하였습니다. 

같은 해, 주 정부는 카운티에 그들을 대신해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의 모든 카운티는 추후 이 옵션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카운티에서는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그 중 대부분은 우리 카운티보다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주 정부는 카운티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메디케이드 비용 증가에 대한 카운티의 불만을 들은 후, 주 정부는 2011년부터 비용 

증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부담금이 25%에서 13%로 감소하였고, 주정부는 모든 

세금을 감면하고 2%의 지출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동안 이 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주 

정부는 카운티에 우리가 해 온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 정부는 훨씬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콜린스 개정안(Collins Amendment)이 

통과된다면, 주 정부는 소득세를 인상해야만 하거나, 카운티는 주 정부가 추가 

메디케이드 비용을 징수하는 대신에 판매세 지분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요컨대, Collins 의원의 수정안과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폐지로 주 정부는 

47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뉴욕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27대 하원 의원 선거구의 주민들이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 비용 증가나 새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Collins 의원은 부유한 친구들을 우선시 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건강보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주 정부 예산을 위태롭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고향을 돕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멘토 Daniel Patrick Moynihan 

상원의원이 늘 지적했듯이, 뉴욕은 기부하는 주입니다. 연방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Collins 씨, 당파 정치보다 더 나은 정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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