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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SCHNEIDERMAN 법무장관, 건강 보험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뉴욕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폐지에 반대하는 

데 보조를 맞춘 뉴욕 주지사와 법무장관  

 

 

Andrew M. Cuomo 주지사와 Eric Schneiderman 법무장관은 오늘, 연방 상하원의 건강 

보험 법안이 법으로 서명될 경우 뉴욕주는 이 법안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아 함께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Schneiderman 법무장관은 마운트 시나이 병원(Mount Sinai 

Hospital)에서 열린 행사에서 뉴욕 의회 대표단(New York's Congressional 

delegation)이 이 법안에 반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서명될 경우, 뉴욕은 건강 보험에 사용되는 연방 기금 관련 위헌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위헌 사항을 근거로 법원에서 공화당 건강 보험 법안에 

대해 맞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건강 보험 법안은 병원을 

약화시키고 의료 서비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뉴욕 주민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시늉에 불과한 변경은 이 법안이 잔인하고 비정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이 해로운 계획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뉴욕 주민으로서 이 법안에 반대하며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우선 과제는 언제나 이 위대한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우리는 

워싱턴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건강 보험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Schneiderman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저는 건강 보험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가족 계획(Planned Parenthood) 대한 공격은 유방암 검진, 성병 검사, 기타 검사 등의 

필수 서비스를 재정 지원하는 연방 기금에 위헌 요소를 만들며 여성의 생식 위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한편 Faso-Collins 

수정안은 뉴욕의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 시스템에 간섭하기 위한 냉소적인 

술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연방 기금에서 수십억 달러를 상쇄하기 위해 

대규모 주정부 세금 인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뉴욕 주민들의 건강, 삶, 기본 

권리 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Bill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보험 법안으로 형편없이 위장된, 

백만장자를 위해 상원이 제안한 감세안은 뉴욕 주민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수십만 명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립 병원 및 긴급상황 대처자들에 대한 

압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법은 뉴욕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가족을 

책임지는 생계 사이에서 뉴욕주민들이 선택을 강요당하던 시대로 우리의 시간을 

되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이 대단히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단언하신 

Cuomo 주지사님과 Schneiderman 법무장관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보험 회사, 의료 기기 회사, 고소득층 등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산층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건강 보험을 위태롭게 하고 미국을 병들게 하는 

오피오이드 확산을 악화시키며 기존 병력을 가진 주민들에게 드는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은 뉴욕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서 수십억 달러를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억 달러의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모든 뉴욕 주민들이 “Faso-Collins 연방 세금(Faso-Collins Federal Tax)”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뉴욕 연방의회 대표단의 신중하지 못한 John Faso 연방 

하원의원과 Chris Collins 연방 하원의원이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하게 됩니다.  

 

뉴욕은 양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을 뉴욕 주민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들이 (i) 

기존 병력이나 나이 또는 성별, (ii) 보험 정책에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 제시한 10 가지 필수 혜택을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 (iii) 장래에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주정부 헬스 마켓플레이스(State Health Marketplace)에서 공인된 건강 

보험(Qualified Health Plans)을 제공하는 것을 철회한 모든 보험 회사를 금지하는 것 

등과 같이 뉴욕 주민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는 또한 (i) 뉴욕주 형법이 Roe 대 Wade 소송에서 보장한 생식 보건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견해의 발행, (ii) 피임약에 대한 연방 

정부의 무상 원조 요건 준수 여부를 밝히기 위한 뉴욕 건강 보험에 대한 조사 및 산아 

제한을 비용 부담없이 보호하기 위한 뉴욕 종합 피임 보장법(New York Comprehensive 

Contraceptive Coverage Act)의 도입, (iii) 낙태 클리닉에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요건을 부여하는 텍사스 법(Texas law)을 번복하여 대다수의 요건을 없애려는 목적과 



효과를 위해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에 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생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Schneiderman 법무장관이 취한 여러 

조치를 따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대한 상원의 폐지 제안은 뉴욕 주민들이 산아 제한 및 생식 

의료서비스에서 양로원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뉴욕 주민들이 건강 

보험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여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존엄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는 뉴욕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안 된 건강보험 폐지안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나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우리 의원들은 그들이 약속한 바를 실행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건강 보험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중 보건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우리는 기록적인 수의 뉴욕 

주민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방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옳은 일을 하도록 간청해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뉴욕의 시민들이 건강 

보헙 혜택을 잃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동안 뉴욕주 하원 다수당 의원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우선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에 상처를 입히는 이 적대적인 법안에 

맞서 우리 지역사회를 계속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연방의회의 우리 하원 의원들에게 

정치와 사리사욕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임명시켜 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협회(The 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Bea 

Graus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건강 보험 법안(Senate Republican 

Health Care Bill)은 이 나라의 건강 보험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만든 수년간의 전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뉴욕 주민 수백만명으로부터 건강 보험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 

주에서 우리는 이 잘못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싸워주신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 Kenneth E. 

Rask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이 상원 법안은 이전에 시도한 하원 법안의 

버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을 치료하는 병원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일부 병원은 문을 닫을 것이며 다른 병원들은 의료 서비스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법안에 반대하도록 요청합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의 사무총장인 Jill Furillo 

공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당 의회는 무자비하고 무모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돈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기 위해 뉴욕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워싱턴이 뉴욕주의 병원, 일자리, 삶 등을 위협함에 

따라 뉴욕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반격을 가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199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1199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보건전문가 연합 동부지부(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의 George Gresham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공격받고 있는 건강 보험을 지키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이 반격을 가하여 뉴욕 주민들을 위해 맞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워싱턴의 건강 보험 계획은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건강 보험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기업에게는 

감세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일반인을 위해 싸우고 우리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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