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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EDICAL ANSWERING SERVICES가가가가 SYRACUSE에서에서에서에서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 8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한다고창출한다고창출한다고창출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지난지난지난지난 한한한한 해해해해 이이이이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생겨난생겨난생겨난생겨난 총총총총 3,500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에일자리에일자리에일자리에 더해더해더해더해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기로창출하기로창출하기로창출하기로 하다하다하다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어제 Medical Answering Services, LLC가 Syracuse 본사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80개의 새로운 콜센터 및 관리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및 현장 감독 직원들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일자리는 지난 해 New York 중부 지역에서 창출된 약 3,500개의 신규 일자리 외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입니다.  

 

“Medical Answering Services의 사업 확장은 New York 중부와 뉴욕주 전반에 중요한 

발전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Medicaid 

지출로 평균 월 1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근면 성실한 뉴욕 주민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비용 절감과 고용 증가의 결합은 뉴욕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 해 New York 중부에서 3,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즐겁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주가 Medicaid 지출 비용을 절약하는 데 이 회사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Medical Answering Services는 2002년부터 뉴욕에서 Medicaid 운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뉴욕주 전역의 24개 카운티에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 회사는 첨단 소프트웨어와 웹 기반 

시스템 및 훈련된 직원들을 활용하여 정부가 사기성 Medicaid 비용 청구를 근절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 결과 뉴욕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수 백만 달러의 Medicaid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Medicaid 운반 비용을 Medicaid 가입자 한 명 당 11%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약 조치는 Cuomo 주지사의 Medicaid 재설계 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규 일자리를 발표하고 바로 이곳 New York 중부에서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최고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계약을 따낸 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라고 Medical Answering Services, 

LLC의 Russ Maxwell 사장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우리 지역 선출직 관리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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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Joanie Mahoney 카운티 장, John DeFrancisco 상원의원, David Valesky 상원의원, Bill 

Magnarelli 하원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발표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발표는 Onondaga 카운티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Onondaga의 Joanie Mahoney 

카운티 장이 말했습니다. "Medical Answering Services는 어디에 있더라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 Syracuse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시기로 하신 점에 정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Russ Maxwell 사장님, 귀 사업을 이 지역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쏟으신 모든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Medicaid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이처럼 훌륭한 지역 회사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Cuomo 주지사께도 감사 드립니다." 

 

주 상원의 재정위원회 의장인 John A. DeFranc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가 뉴욕주에서 찾고자 하던 것이었습니다. Medical Answering Services는 Medicaid 운반 비용을 

주 전역에서 수 백만 달러 절감시켰고 우리 지역 커뮤니티에 수 십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주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주시고 일을 훌륭히 수행해주신 MAS에게 감사 

드립니다.” 

 

상원 경제개발 및 소기업위원회 의장인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New York 중부에서 필요로 하던 바로 그런 사업 모델 

방식입니다. Medical Answering Services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Bill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세자들을 위한 비용 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윈-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Syracuse에 이 회사의 센터를 두고 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총 250명의 직원들이 일하게 된다는 점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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