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EDICAID REDESIGN TEAM, MRT) 공공 

서비스 혁신상(PUBLIC SERVICE INNOVATION AWARD) 수상 발표  

  

시민 예산 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 CBC), 메디케이드(Medicaid) 개혁을 

주도하고 긍정적인 국가적 선례를 남긴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에 찬사 보내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의 혁신, 뉴욕주 건강보험 제공 체계 개혁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ayment Program, DSRIP Program)에 

연방 예산 80억 달러 재투자 유치로 이어져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edicaid Redesign Team)이 시민 예산 

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로부터 올해의 공공 서비스 혁신상(Public Service 

Innovation Award)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혁신상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모델로 뉴욕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전환시킨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의 노력을 기리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edicaid Redesign 

Team)은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뉴욕주 

전역에 걸쳐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이 노력에 

걸맞는 상을 받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직후 2011년에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을 조직했습니다. 

수년간 뉴욕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의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 서비스의 품질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은 즉각적인 비용 절감과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개혁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 사항들을 제시한 27인의 보건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부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의 성과는 매우 획기적이며, 이러한 성과는 뉴욕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사명의 핵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 덕분에 더욱 효율적인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던 Cuomo 주지사의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민 예산 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로부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Jason Helgerson 씨와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 관련자 모든 분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창설 첫해에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78가지 

요점의 안건을 작성했습니다. 권고 사항은 법안 승인 후 2011~2012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은 또한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이고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을 짜기 위해 추가로 175 명이 넘는 보건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협업적 프로세스로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 보고서에 나온 

행동 계획이 보건 이해 당사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 창설 이래, 무려 400건 이상의 발의안이 시행되었고 이는 

더 나은 품질과 더 많은 납세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의 개혁이 이뤄낸 비용 절감은 뉴욕주 체계 개혁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DSRIP Program)에 연방 예산 80억 달러 재투자 유치라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4년째에 접어드는 체계 개혁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DSRIP Program)은 환자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더 높은 품질의 더욱 더 잘 

조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하는 병원, 개인 보건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기반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Performing Provider Systems 네트워크의 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커뮤니티 수준의 협업과 제도 개혁 

집중을 통해 피할 수 있는 병원 이용을 프로그램 시행 5년에 걸쳐 25 % 감축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의 협업적 접근법과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 실행 계획(MRT 

Action Plan)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시와 주의 에이전시들이 

이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의 이러한 노력은 보건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메디케이드 가입자, 보건 서비스 제공자, 기타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줍니다. 주요 구조적 개혁 사항들이 뿌리를 내림에 따라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RT)의 

개혁에 의한 비용 절감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수상은 최근에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프로그램이 수상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14년에 뉴욕주의 공식 의료 보험 

마켓플레이스인 New York State of Health는 시민 예산 위원회(CBC)로부터 공공 

서비스 혁신상(Public Service Innovation Award)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 예산 위원회(CBC)의 공공 서비스 혁신상(Public Service Innovation Award)은 격년 

단위로 매해 뉴욕시나 뉴욕주가 수상했습니다. 본 혁신상은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공적인 혁신을 공인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1932년에 설립된 시민 예산 

위원회(CBC)는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의 재정 및 서비스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무소속 비영리 시민 단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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