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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의회 대표단에 의료보험 법안 중단 촉구 

  

공화당 상원의 이 법안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박탈하고 뉴욕주에 수억 달러의 비용을 

부과할 것 

  

파소-콜린스 개정안(Faso-Collins Amendment)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파소-콜린스 

연방 세금(Faso-Collins Federal Tax)”을 부과할 것 

  

Cuomo 주지사: Faso와 Collins 의원은 “뉴욕주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Cuomo 주지사, 뉴욕주 대표단에 “뉴욕주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든 동원할 것”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의회 대표단에 치명적인 상원 공화당 

의료보험 법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서, 

주지사는 이 법안이 뉴욕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하고, 대표단이 이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어떠한 조치든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원 공화당 건강보험법은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하고,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23억 

달러 예산을 삭감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파소-콜린스 연방 세금(Faso-Collins Federal 

Tax)”을 납보하도록 하는, 뉴욕주 의회 대표단의 두 위원 John Faso, Chris Collins 의원이 

발의한 제안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된 주지사의 서한 전문은 이곳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대표단 여러분: 

  

상원 공화당의 의료보험법은 뉴욕주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상원은 급진적인 하원 의료보험법을 개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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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무자비하고 치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Trump 대통령이 하원 

의료보험법이 “뜻대로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나쁘거나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워싱턴 정치 게임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위험한 법안은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의료보험을 박탈합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주민들 다수의 의료보험을 

위협합니다.  

 

또한 뉴욕 주민들과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의료보험 보장을 박탈합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하여 뉴욕주 병원, 양로원, 

재택 간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예산의 치명적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거둠으로써 여성의 

생식권을 지원하는 뉴욕주에 불이익을 줍니다.  

 매년 미국인 240만 명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계획(Planned 

Parenthood)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이 법안에는 Faso, Collins 및 그의 동료들이 추친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정치적 폰지 사기(Ponzi)에 불과하며, 뉴욕 주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이 파소-콜린스 

협잡(Faso-Collins shell game)은 뉴욕주 연방 기금 23억 달러를 삭감하고, 뉴욕주의 

모든 주민에게 재산세에 추가된 “파소-콜린스 연방 세금(Faso-Collins Federal Tax)”을 

부과하여 우리 주 의료보험 시스템의 쇠퇴를 피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은 이미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연방 기금보다 48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내는 “기부 

주”입니다. 이미 중산층 가정이 겨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시기에, 이 새로운 세금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경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을 지지했던 Faso, Collins 및 기타 뉴욕주 대표단 

공화당 의원은 뉴욕주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대표단 

의원의 경우, 뉴욕 주민들은 그들이 봉사하도록 선출되었음을 기억할 것이지만, 그들은 

중요한 의료보험 서비스와 기금을 삭감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 치명적이고 잘못된 법안에 반대하고, 또 강경하게 항의하는 대표단의 다른 

위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뉴욕 주민들은 여러분의 리더십과 결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으로서, 우리는 의료보험이 곧 인권이라 믿으며, 여려분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데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주민들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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