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을 늘려 뉴욕시민의 재산세를 낮추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형평법’ 지지 

 

Cuomo 주지사, 재산세 감면금의 100%를 부담하려는 모든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지출 
부담을 덜어 줄 것을 공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늘려 재산세를 면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형평법(Empire State Equity 

Act)”의 연방 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을 하였습니다. 뉴욕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보다 

연방 예산에 최대 3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내는 “기부 주”입니다.  

  

이 법안은 평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뉴욕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23억 달러의 

지원금을 보태주어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 재산세를 낮추는 데 동의하는 모든 

카운티에 배정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절약하는 금액의 100%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유권자들을 잃으면서 

정치적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뉴욕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당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뉴욕 의회 대표단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이 

조치는 자금 돌려막기 형식이 아니라 뉴욕시민에게 진정한 절약 효과를 제공합니다. 

우리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냅니다. 저는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하여 뉴욕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어 다른주의 모범이 되는 올바른 일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최근에 뉴욕 주민들이 내는 연방 세금이 연방 정부로 받는 것보다 300억 달러 더 내어 

전국에서 상위 “기부 주”로 되었습니다. 이 말은 뉴욕시민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내는 연방 

세금을 다른주에 기부한다는 말입니다. 이밖에, 뉴욕은 법에서 정한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 비율(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가장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의 FMAP는 50%로 정해졌습니다. 반대로 미시시피주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75% 이상 받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FMAP를 4% 혹은 23억 달러 증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증가된 연방 

지원금은 뉴욕에서 카운티에 요구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형평법”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주지사는 납세자들이 수십억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과 효율성을 찾기 위하여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edicaid Redesign 

Team)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팀은 주와 연방 정부를 위해 340억 달러 이상 

절약하였습니다. 동시에,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부담 경감 기획으로 카운티가 

부담하는 메디케이드 비용은 25% 좌우에서 오늘의 13%로 낮아졌습니다. 

 

  

카운티 

카운티 
메디케이드 비용 
부담 상한액 

(단위: 백만 달러) 

재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 
메디케이드 부담 

비율 

총주민 
재산세 
평균액 

예상 평균 
절약액 

올버니 65.2 9% 4,606 달러 405 달러 

앨러게니 10.2 11% 2,561 달러 281 달러 

브룸 39.6 10% 3,229 달러 319 달러 

카타라우구스 17.4 12% 2,620 달러 305 달러 

카유가 14.7 10% 3,182 달러 322 달러 

셔터쿼 32.3 14% 2,664 달러 361 달러 

셔멍 20.7 15% 2,815 달러 408 달러 

셔냉고 10.2 12% 2,441 달러 283 달러 

클린턴 17.9 12% 2,813 달러 344 달러 

컬럼비아 11.4 6% 4,516 달러 288 달러 

코틀랜드 10.4 11% 3,587 달러 393 달러 

델라웨어 8.9 7% 2,718 달러 180 달러 

더치스 43.8 5% 5,881 달러 289 달러 

이리 215.8 13% 3,616 달러 474 달러 

에섹스 6.9 6% 2,889 달러 161 달러 

프랭클린 10.3 12% 2,453 달러 299 달러 

풀턴 14.2 14% 2,747 달러 391 달러 

제네시 9.9 9% 2,954 달러 277 달러 

그린 10.1 8% 3,265 달러 245 달러 

해밀턴 0.7 1% 2,437 달러 36 달러 

허키머 14.0 12% 2,576 달러 302 달러 



제퍼슨 20.6 13% 2,561 달러 330 달러 

루이스 5.2 10% 2,312 달러 235 달러 

리빙스턴 9.5 8% 3,389 달러 262 달러 

매디슨 11.5 8% 3,523 달러 292 달러 

먼로 184.8 11% 4,671 달러 528 달러 

몽고메리 12.3 16% 3,122 달러 486 달러 

나소 240.8 4% 10,274 달러 363 달러 

나이아가라 46.9 12% 3,294 달러 401 달러 

오네이다 57.3 15% 3,021 달러 461 달러 

오논다가 105.6 11% 4,238 달러 465 달러 

온타리오 16.7 7% 3,822 달러 261 달러 

오렌지 73.8 6% 6,665 달러 433 달러 

올리언 8.5 13% 2,999 달러 376 달러 

오스위고 25.6 10% 2,768 달러 266 달러 

옷세고 10.8 10% 2,696 달러 276 달러 

퍼트남 9.9 2% 8,788 달러 196 달러 

렌셀러 34.8 10% 4,478 달러 469 달러 

록랜드 68.5 5% 9,844 달러 518 달러 

세인트 
로렌스 24.5 13% 7,623 달러 973 달러 

사라토가 25.4 5% 8,439 달러 427 달러 

스키넥터디 35.0 10% 2,758 달러 269 달러 

쇼하리 5.9 8% 851 달러 65 달러 

쉴러 3.9 10% 1,699 달러 170 달러 

세네카 6.2 10% 4,994 달러 484 달러 

스튜벤 20.1 11% 2,797 달러 295 달러 

서퍽 256.1 4% 8,574 달러 357 달러 

설리번 20.9 7% 4,300 달러 321 달러 

티오가 8.4 9% 2,962 달러 280 달러 

톰킨스 12.3 5% 4,753 달러 260 달러 

얼스터 37.4 7% 5,246 달러 347 달러 

워런 12.6 7% 3,295 달러 226 달러 

워싱턴 11.6 9% 3,385 달러 313 달러 

웨인 14.5 8% 3,457 달러 283 달러 

웨스트체스터 223.0 5% 11,001 달러 529 달러 



와이오밍 5.6 8% 2,834 달러 213 달러 

예이츠 4.4 8% 3,275 달러 249 달러 

국회의원 Eliot Eng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한심한 

트럼프케어(Trumpcare)가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며 일단 총알은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주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괴롭히던 위협이 완전히 누그러진 건 아닙니다.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계속하여 뉴욕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탈을 쓰고 뉴욕 예산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무책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엠파이어 

스테이트 형평법 도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에서 23억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하여 뉴욕시민이 공화당의 잘못된 의안 때문에 삭감된 메디케이드 

지원금의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뉴욕 주민들의 생명선으로서 

이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시민들이 상처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와 저의 동료들과 함께 노력한Cuomo 주지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주도 지역에는 수많은 노인이 

삽니다. 그들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장기치료와 자택 간호 지원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뉴욕은 오랜 기간 연방 메디케어 지원금을 수요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연방 세금을 공정하게 돌려받으면 우리주의 

카운티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예산 평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형평법이 뉴욕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중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난번에 제안한 재산세를 낮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뉴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삭감하거나 세금을 올리게 하는 법안과는 달리 이 법안은 뉴욕의 납세자와 

우리 건강관리 시스템에 이득이 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주 전역의 커뮤니티의 

재산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뉴욕이 공정한 메디케이드 비용 부담을 

보장하고 우리주에 더 많은 연방 예산을 가져오는 윈-윈 정책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Hudson 

Valley)에서 사는 주민 중 아무한테나 물어도 모두 높은 재산세를 제발 낮춰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이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원인입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의 재산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허드슨 밸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족들의 주머니에 수백 달러씩 돌려주게 될 겁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 덕분에 수백만 뉴욕시민과 제 주변의 수천 명 이웃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뉴욕은 마땅히 받아야 할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riano Espaillat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형평법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우리가 건강보험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커뮤니티를 위하여 요금을 

절약하는 노력에 뉴욕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Tom Suozz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재산세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Cuomo와 주 공무원들의 

공동노력만이 수십 년간 계속해온 불공평에 맞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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