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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5000명의명의명의명의 시급한시급한시급한시급한 개인들에게개인들에게개인들에게개인들에게 주택을주택을주택을주택을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MEDICAID 재설계재설계재설계재설계 팀팀팀팀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발표발표발표발표 

 

MRT 이니셔티브는이니셔티브는이니셔티브는이니셔티브는 작년에만작년에만작년에만작년에만 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 4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절약시켜절약시켜절약시켜절약시켜 주었습니다주었습니다주었습니다주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Medicaid 재설계 팀(MRT) 지지주택 이니셔티브가 작년에 MRT 

이니셔티브에 의거 달성된 총 40여억 달러에 달하는 커다란 Medicaid 절약에 이어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여 근 5,000명의 시급한 개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커다란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5개년에 걸쳐 주정부는 총 343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Medicaid 재설계 팀의 작업은 진료의 질 개선, 이용도 향상 및 비용 절감 증대를 포함한 뉴욕주의 

보건 제도에서 실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지지주택 

이니셔티브에 의거, 주정부는 가장 시급한 뉴요커들이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안정적이고 더 건강한 

환경을 갖도록 저렴한 주택에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뉴욕주 보건 제도에서 취약한 

뉴요커들을 위한 더 나은 건강 결과와 절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개혁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뉴욕주가 전통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보건 향상, 진료 개선 및 비용 감축이라는 “3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RT 지지주택 이니셔티브가 필수적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제1단계가 

완전히 실행되면 뉴욕주의 고니즈 Medicaid 회원을 위한 새 지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본 투자를 

통해 근 5,000명의 개인들에게 지지주택과 임대 보조금 및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첫 단계는 4,355명의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24~36개월에 걸쳐 483개의 신규 

지지주택을 만들 12채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한 4670만 달러의 자본 예산뿐만 아니라 2790만 달러의 

임대 보조금 및 서비스 공약도 포함합니다. 건물들은 주 전역의 다음 장소에 위치할 것입니다:  

 

MRT 저렴저렴저렴저렴 주택주택주택주택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 Creston Avenue (Bronx)  

• Coler-Goldwater/Metropolitan Hospital (Manhattan)  

• Redemption Plaza (Bro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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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anna Hall (Manhattan)  

• Boston Road (Bronx)  

• 6469 Broadway (Bronx)  

• 3362 Third Avenue (Bronx)  

• Providence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Monroe)  

• Opportunities for Broome (Broome)  

• Polish Community Center (Erie)  

• Mercy Haven (Suffolk)  

• Finger Lakes United Cerebral Palsy (Finger Lakes) 

 

“뉴요커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억제의 중요 요소는 개인의 주거 니즈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주 보건부장 Nirav R. Shah M.D., M.P.H.가 말했습니다. “고니즈 Medicaid 수혜자들을 

위한 지지주택 가용성을 늘림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Medicaid 비용은 줄이고  진료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와 전국적으로 만성 질병이나 장애와 행동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안정적 

주거의 결여가 종종 피할 수 있는 건강 관리를 활용하도록 만듦으로써 피할 수 있는 Medicaid 

경비를 발생시킨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뉴욕주의 Medicaid 담당 디렉터인 Jason 

Helgerson이 말했습니다. “건강을 증진하면서 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MRT 이니셔티브의 제2단계에서 창설된 저렴주택 실무그룹은 40여명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주택 및 임대 보조금에 대한 투자는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노쇠한 뉴요커들, 심각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자, HIV 및 AIDS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발달 장애자 및 만성 

무주택자들을 포함하여 Medicaid를 받고 있는 취약 주민들을 위한 주거 옵션을 증대할 것입니다. 

Medicaid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 보건부는 지지주택 

데이터 수집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MRT 지지주택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2011년에 Cuomo 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설립된 MRT는 주 전역에서 뉴욕주의 보건 제도를 개혁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한 이해관게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MRT는 비용 효과적이고 

양질의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전국적 개혁 모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만 뉴욕주는 46억 달러를 

절약하면서도 154,000명을 Medicaid 명부에 추가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하였습니다. MRT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redesign/.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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