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의회에 DSH 지불금 삭감을 철회하고 면제하고 GRAHAM-CASSIDY 

의료보험법을 거부할 것을 요청  

  

 병원 예산의 상당한 삭감으로 저소득층과 의료보험 없는 뉴욕 시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것  

  

예산 삭감은 10월 1일부로 발효되어 18개월 동안 뉴욕 병원 비용이 11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  

  

ACA를 철회하려는 마지막 시도는 2026년까지 뉴욕주에 연간 189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오고, 27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이 의료보험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10월 1일부로 발효될 

메디케이드(Medicaid) 적용 환자 과다 병원(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DSH) 

지급금을 상당 규모 삭감하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병원 지급금이 삭감되어 

저소득층과 의료 보험 없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보장 치료 

비용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에 이를 지급하는, 빈곤층 환자 과다 

병원(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지급금인 중요 연방 기금이 삭감됩니다.  

  

이와 동시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의회 대표단에게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을 철회하려는 최근의 가장 과감한 시도이자, 2026년까지 매년 뉴욕주 의료 시스템 

예산 189억 달러를 삭감하고 27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의 의료 보험 혜택을 

위태롭게 할 Graham-Cassidy 상원 의료보험법과 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 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겨냥하여 의료 시스템을 약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며, 이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공공 안전 병원을 파괴할 예산 



 

 

삭감이 10월 1일부로 발효되기 전에 이를 즉시 철회하고, Graham-Cassidy 법안을 통해 

ACA를 철폐하려는 이 위험한 마지막 시도를 거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전국 최대 규모의 DSH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불균형적으로 

높은 예산 삭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은 총 DSH 기금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 DSH 삭감액의 16%를 감당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의 뉴욕주 삭감액 

26억 달러는 캘리포니아주(12억 달러), 뉴저지주(12억 달러), 텍사스주(10억 달러) 

등의 다른 주 삭감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지불금 삭감으로 뉴욕주의 병원을 약화시킬 것이며, 공공 안전 병원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 미보장 치료 비용 보상금이 삭감되면, 뉴욕주 병원은 향후 18개월 

동안에만 1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되며, 이는 총 뉴욕주 DSH 기금의 

1/3 이상에 해당합니다.  

• 2025년까지. 병원이 저소득층 및 의료 보험이 없는 뉴욕 주민에게 미보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금액에서 매년 2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삭감은 뉴욕주 전역의 모든 병원 219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280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병원 및 사회안전망 기관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울러 Cuomo 주지사는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을 폐지하려는 최근의 

시도인 소위 Graham-Cassidy 의료보험법을 중단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 보조금과 1인당 지출 한도액을이용해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기금을 대폭 

삭감합니다.  

  

Graham-Cassidy 의료보험법은 27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며,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라 뉴욕주가 2026년까지 매년 189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뉴욕주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 뉴욕주 의료 서비스 직군 종사자 120만 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 가족계획 예산을 삭감합니다.  

• 주정부에게 보험사가 노년층 고객에게 청년층 고객보다 최대 5배까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합니다.  



 

 

• 주정부가 법안의 “필수적 건강 혜택”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이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주 및 개인의 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 보험 회사가 혜택이 전무한 의료보험(bare-bones plans)을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해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의 복지, 특히 시골 지역사회, 노인 및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여 납세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Graham-Cassidy 의료보험법은 7월의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폐지 시도로 입은 정치적 피해를 억제하려는 명백한 시도이며, 병원이 저소득층 및 의료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예산 삭감 계획과 함께 거부되어야만 

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의료보험 시스템이 직면할 예산 삭감의 심각성은 엄청날 것입니다. 의회가 지금 

바로 행동하여 DSH 삭감을 폐지하고 최근의 필사적인 ACA 폐지 노력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뉴욕주의 병원과 수백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의 의료보험 혜택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뉴욕주의 전 의원 대표단에 이러한 무모한 

행동에 맞서 뉴욕 주민의 의료보험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의 

Ken Rask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는 뉴욕 주민과 병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극심한 메디케이드 DSH 예산 삭감을 실시하려 합니다. 모든 예산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병원은 서비스 예산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이 진행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주지사님의 기탄없는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주지사님, 동료 및 의회 대표단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Bea Grause 뉴욕 의료 연합회 (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HANY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보험은 복잡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고 간단한 룰이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의회 대표단이 연대하여 의료보험을 

보호하고 연방 정부의 상당한 예산 삭감에 반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뉴욕주 의료보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aria Castaneda 1199SEIU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뉴욕주 

의료보험 시스템은 연방 차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된 삭감안은 진료가 필요한 

주민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모두에게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의료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룩한 모든 성취를 그 이전으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노인들과 장기 요양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위협할 것입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하여, 의회가 연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축소하지 않으며 모든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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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오랫동안 우리의 든든한 동맹이 

되어 주셨으며, 이 정책이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명백하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및 사회복지 

종사자는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하여 이 위험하고 퇴행적인 새 조치에 반대하며, 의회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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