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 년 10 월 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 정부 공격의 표적이 되어 피해 액수가 연간 21 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뉴욕주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발표  
  

1: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많은 169 억 달러의 비용을 뉴욕주가 2025 년까지 부담하도록 
만드는, 부활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부결된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 (Graham-Cassidy Bill)  

  

2: 연방 정부의 불균형 공조 병원(DSH) 예산 삭감 - 치료가 가장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비용 26 억 달러 소요  

  

3: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 11 억 달러 삭감 - 위험에 빠진 33 만 명의 
저소득 계층 뉴욕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보험  

  

4: 주정부 세금 및 지방 정부 세금의 공제 대상을 없애서 매년 175 억 달러의 비용을 
뉴욕주가 부담하게 만드는 연방 정부 조세 계획안(Federal Tax Plan)  

  

Cuomo 주지사, 뉴욕 의회 대표단과 협력하여 우호 세력 동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및 지방 정부를 유린하고, 공공 병원 및 

비영리 병원에 부담을 주며, 300 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뉴욕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표적으로 하는 정책의 

일부인, 연방 정부의 4 대 주요 예산 삭감 규모가 연간 총액 212 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뉴욕주에 대한 예산 삭감은 나머지 주들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뉴욕은 반환받는 것보다 매년 480 억 달러를 연방 정부에 더 보내고 

있는 주로서, 연방 정부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주입니다. 연방 정부의 무모한 

정책으로 인해 파괴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Cuomo 주지사는 예산 삭감에 

반격하거나 삭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뉴욕의 의회 대표단과의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호 

세력을 동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치명적인 예산 삭감은 

뉴욕주의 심장부에 내리꽂는 비수와도 같습니다. 이 비수는 도움이 필요한 건강 보험 



 

 

환자를 공격하고, 어린이한테서 건강 보험을 뺏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병원 및 

지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궁극적으로 뉴욕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시킵니다. 연방 정부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뉴욕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동안 

우리는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파괴적인 예산 삭감을 

멈추기 위해 모여서 뉴욕의 가치관을 위해 나서도록 지금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촉구해야만 합니다.”  

  

1. 부활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부결된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Graham-Cassidy Bill)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Graham-Cassidy Bill)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인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을 폐지하려는 연방 의회의 최근 

시도였습니다. 이 법안은 2025 년까지 미국의 어떤 다른 주보다 뉴욕주에서 총  

400 억 ~ 600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뉴욕주에서 120 만 건의 건강 보험 관련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렸고, 

메디케이드(Medicaid)를 확대한 주들에게 벌칙을 가했으며, 2026 년에 완전히 건강 

보험 지원을 끝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반대 캠페인과 뉴욕 의회 대표단, 그리고 미국 전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Graham-Cassidy Bill)은 지난주에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뉴욕의 의료 서비스 산업, 경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폐기하려는 

추가적인 시도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불균형 공조 병원(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DSH) 지불금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연방 의회는 10 월 1 일에 효력이 발생한 불균형 공조 병원(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DSH) 지불금 삭감을 폐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지불금 삭감은 보상되지 

않은 건강 보험 비용에 대해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에 상환하는 

중요한 연방 지원금을 줄입니다. 이번 지불금 삭감은 뉴욕주의 병원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미 도움이 가장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 

안전망을 지키는 병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앞으로 18 개월 동안 이 삭감으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11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어 

다른 어느 주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완전히 시행될 경우, 뉴욕주 병원의 비용은 

26 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지불금 삭감으로 공공 안전망에 속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280 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번 삭감은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병원 219 곳에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공공 안전망에 속한 병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병원  
  



 

 

 SUNY Downstate  
 SUNY Upstate  
 SUNY Stony Brook  
 Nassau University Medical Center  
 NYC Health and Hospitals  
 Erie County Medical Center  

 정신 건강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주정부 운영 병원  

  

안전망 병원  
  

 One Brooklyn Health  
 Wyckoff Heights  
 St. John's Episcopal  
 St. Luke's Cornwall  
 Mt. Vernon  
 Rome Memorial  
 Bon Secours  
 WCA Hospital  

  

다른 주들과 비교할 때, 뉴욕주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삭감액은 총 삭감액 중 16 퍼센트, 금액으로는 26 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는 각각 12 억 달러씩 삭감당했으며 텍사스주는 10 억 달러를 

삭감당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40 억 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부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불균형 공조 병원(DSH) 배정에 관한 뉴욕주법에 따라, 지원금은 먼저 현재의 법적 

상한선(약 25 퍼센트)까지 무보험 비용 처리를 위해 모든 사설 병원에 배정됩니다. 

지방 정부가 매칭 기금을 조달할 경우, 공공 병원에 추가 자금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및 무보험 손실의 최대 100 퍼센트까지 모든 공공 

병원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공공 병원은 경제적인 현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병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병원들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 삭감이 사실이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11 억 달러의 예산 삭감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공공 병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병원은 예비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와 주정부는 새로운 재정적 

현실에 맞도록 병원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Medicaid)가 8 억 5,000 만 달러 이상 삭감되는 경우 

새로운 계획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KPMG 는 각 병원의 상세한 재무 분석과 해당 



 

 

병원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관한 조언 및 내년에 발생할 11 억 달러 규모의 피해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고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성공적인 메디케이드(Medicaid) 재설계 팀을 재소집할 예정입니다.  

  

뉴욕 의회 대표단은 이 예산 삭감이 12 월 31 일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삭감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지사는 건강 보험 예산을 재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특별 

회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주정부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환자 치료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3.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예산 삭감 

- 아동 건강 보험에 대한 공격  

  

연방 의회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뉴욕주에서 Mario Cuomo 주지사가 

개척한 혁신적인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재인증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은 

연방 빈곤 수준의 최대 400 퍼센트까지 가정에서 자녀를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연방 의회가 2017 년 9 월 30 일까지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을 재인증 하지 

못할 경우, 뉴욕에 있는 33 만 명을 포함하여 미국 전 지역의 900 만 명의 어린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기 검진 적용, 예방 접종, 의사 

방문, 처방전, 치과 진료 및 안과 진료,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병원 치료, 검사실, 

엑스레이 서비스 및 응급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등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합니다.  

  

뉴욕주의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은 주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뉴욕 프로그램 비용은 약 13 억 달러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재승인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정부는 연방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기금을 11 억 달러 가까이 잃을 것 

같습니다. 이 연방 기금을 받지 않고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을 계속 

유지하려면 다른 모든 예산 삭감 중 최고 금액인 10 억 달러를 뉴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연방 정부 세금 계획 - 개요 

  

  

뉴욕에 매년 175 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되는, 이 제안된 연방 정부 세금 계획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에서 공제를 제거합니다. 뉴욕의 모든 납세자의 세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방 세금 계획은 중산층이 대다수인 330 만 뉴욕 주민들이 이중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는 이중 과세를 기반으로 한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의 계획을 되풀이 해서 강조했습니다.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표적으로 한 공제 제거 - 소득 계층 별 영향에 대한 분석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정부 조세 계획(Federal Tax 

Plan)에 이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어느 주보다도 가장 심한 타격을 뉴욕주가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메사추세츠주, 뉴욕주 등 단지 5 개 

주가 연방 정부 조세 계획(Federal Tax Plan)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수의 5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조세 계획(Federal Government's Tax Plan)은 

의도적으로 뉴욕을 사람들과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주보다 경쟁이 덜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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