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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EDICAID 재설계재설계재설계재설계 노력으로노력으로노력으로노력으로 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납세자들에게 수수수수 십억십억십억십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절약절약절약절약 발표발표발표발표 

 

Medicaid 수혜자당수혜자당수혜자당수혜자당 지출을지출을지출을지출을 13년래년래년래년래 최저최저최저최저 수준으로수준으로수준으로수준으로 삭감삭감삭감삭감 

 

보건보건보건보건 제도제도제도제도 혁신에혁신에혁신에혁신에 73억억억억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기투자하기투자하기투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길을길을길을길을 닦는닦는닦는닦는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개혁개혁개혁개혁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인당 Medicaid 지출이 지난 12개월에 걸쳐 

13년래 최저로 떨어졌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수 십억 달러를 절약시켜 준 

이 커다란 지출 감소는 Cuomo지사의 Medicaid 재설계팀이 제정한 개혁의 덕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21세기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Medicaid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뉴욕주를 

리더로 더욱 공고히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재설계팀의 수고 

덕분에 수 십억 달러의 납세자 돈이 절약되었으며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의 보건 제도에 

재투자하여 수 백만 뉴욕주민들을 위해 진료를 개선합니다. 이는 더 건강한 뉴욕주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에서 근본적인 전진이며 본인은 이 진보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MRT는 비용 곡선을 지속적으로 굽힙니다”라고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가 말했습니다. “Medicaid 회원들을 위한 보건 성과가 개선되면서도 커다란 절약이 

발생하는데 이는 MRT가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방 경제적 케어법에 의거 2013년과 2014년에 500,000여명의 뉴욕주민들이 Medicaid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9%의 등록 성장과 동시에 수혜자당 년지출이 

1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223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 Medicaid 

지출 성장율도 Cuomo 지사가 MRT를 설립한 2011년 이래 년 1.4%로 크게 



Korean 

늦추어졌습니다. 그 전인 2003-2010년 증가율은 년 4.3%였습니다. 수혜자당 총 

Medicaid 지출 도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또한 뉴욕주로 하여금 73억 달러의 Medicaid 절약액을 다음 5개년에 걸쳐 

의료 제도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딜리버리 제도 개혁 인센티브 지급(DSRIP) 

프로그램이 이제 뉴욕주 전역의 25개 제공자 네트워크에 구체적 금액을 할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뉴욕주와 연방 정부 사이의 획기적 포기의 결과로 이 자금은 의료 

제공자들이 피할 수 있는 입원을 줄이고 진료를 개선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DSRIP는 제공자로 하여금 제도 개혁, 임상 개선 및 모집단 건강 개선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수행 제공자 시스템(PPS)을 형성함으로써 

협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커뮤니티 수준의 협업과 

제도 개혁 집중을 통해 피할 수 있는 병원 사용을 5개년에 걸쳐 25% 감축하는 것입니다. 

총액에는 연방 보조금 이외에 약 10억 달러가 포함되어 뉴욕주가 DSRIP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PPS가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교부금(‘사정액’이라고도 함)은 그것에 근거합니다. 

기준과 수행표를 충족하는 PPS는 사정액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5개 수행 

제공자 시스템이 이미 주 및 연방 승인을 받았으며 5개년 DSRIP 프로그램 동안 받을 수 

있는 달러 액수를 통보받았습니다. 포기 기금 잔액은 헬스홈, 장기 케어 인력 및 행동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5개 수행 제공자 시스템과 구체적 사정액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공 PPS는 

공립병원 제도가 주도하는 반면에 안전망 PPS는 비영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가 

운영합니다.  

 

안전망안전망안전망안전망 PPS  총액총액총액총액  

Adirondack Health Institute, Inc.  $186,715,496 

Advocate Community Providers, Inc.  $700,038,844 

Albany Medical Center Hospital  $141,430,547 

Alliance for Better Health Care, LLC $250,232,844 

Bassett Medical Center $71,8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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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Lebanon Hospital Center  $153,930,779 

Finger Lakes Performing Provider System, Inc. $565,448,177 

Maimonides Medical Center $489,039,450 

Montefiore Medical Center $249,071,149 

Mount Sinai PPS, LLC $389,900,648 

NYU Lutheran Medical Center $127,740,537 

Refuah Community Health Collaborative $45,634,589 

Samaritan Medical Center $78,062,822 

SBH Health System $384,271,362 

뉴욕주 Buffalo의 Sisters of Charity Hospital $92,253,402 

Southern Tier Rural Integrated Performing Provider 

System, Inc. $224,540,274 

Staten Island Performing Provider System, LLC $217,087,986 

The New York and Presbyterian Hospital  $97,712,825 

The New York Hospital Medical Center of Queens  $31,776,993 

공공공공공공공공 PPS 총액총액총액총액  

Central New York Care Collaborative, Inc.  $323,029,955 

Millennium Collaborative Care  $243,019,729 

Nassau Queens Performing Provider System, LLC $535,396,603 

The 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1,215,165,724 

Stony Brook 소재 뉴욕주립대학교 대학병원 $298,56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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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chester Medical Center $273,923,615 

하원의원 Charles B. R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의 보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Medicaid를 보호하고 현대화한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5개년에 걸쳐 투자되고 있는 돈은 납세자 절약과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더 

나은 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양질의 경제적 의료 이용과 Medicare 및 

Medicaid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Louise Slaugh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지역 의료 전문가들이 

Rochester가 우수한 공조 의료를 제공해온 역사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본인은 주지사의 Medicaid 재설계팀 계획을 지지하고 그것이 보건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식을 변혁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생성될 연방 절약액의 

재투자 요구를 지지하였습니다. 본인은 Rochester가 뉴욕주에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계속 선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원의원 Eliot E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SRIP를 통한 연방 절약액 73억 

달러의 재투자는 뉴욕주의 최고 병원들 중 일부가 21세기에 환자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 에너지통상보건 소위원회의 선임위원으로서 본인은 우리 의료 

제도를 재설계하고 개선하려는 Cuomo 지사의 노력의 가치를 알며, 뉴욕주를 보건 

분야의 리더로 만들려는 그의 집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José E. Serr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의 Medicaid 

서비스와 의료 전달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Cuomo 지사의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자금 덕분에 Bronx의 여럿을 포함하여 Medicaid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개혁하고 진료를 개선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Medicaid 제도 현대화는 더 많은 수혜자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우리 시가 수 십억 

달러를 절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의원 Jerrold Nad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의 Medicaid 

프로그램과 거기에 의지하는 수 백만 뉴욕주민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본인은 포기 

수정의 지지자여서 기쁘며,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우리 주에 가져오기 위한 

이 중요한 이슈에서 Cuomo 지사의 노고와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Carolyn B.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Medicaid 

전달을 개혁하여 뉴욕주를 Medicaid 서비스 제공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우리 주의 전반적 건강을 개선할 추가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개선이 추진되게 한 연방 차원의 개혁을 지지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원 Gregory W. Meek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커뮤니티 병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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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효율적인 Medicaid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 Cuomo 지사의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병원 퀸즈 메디컬센터를 포함하여 주 전역의 의료 제공기관들은 이제 

의료를 현대화하고 개선하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누려야 할 21세기 보건 제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하원의원 Joe Crow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랫 동안 보건에서의 질과 

혁신의 일선에 있었는데 본인은 우리 주 보건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이 

이니셔티브에 커뮤니티 기반의 기관, 병원 및 기타 제공자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여 

기쁩니다. 본인은 Cuomo 지사 및 우리 하원의원들과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주-연방 파트너십을 지지하여 자랑스러웠으며 그 결과를 고대합니다.” 
 

하원의원 Steve Isra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70여억 달러의 연방 절약액 재투자 

발표는 뉴욕주 Medicaid 수혜자들에게 의료가 전달되는 방식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돈을 절약하고, 환자 진료를 개선하며, Medicaid가 우리 

커뮤니티들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기 생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Medicaid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불우 가족들이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SRIP는 이 두 

목표를 조화시켜, 뉴욕주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Medicaid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놓을 것입니다. 본인은 주 전역의 PPS, 특히 주도 지역의 병원들에게 새 

교부금이 배정된다는 소식에 기쁘며 이 문제에서 주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방, 주 및 민간 부문은 

협력하여 뉴욕주가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리더가 계속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보건 안전망을 개혁하고 피할 수 있는 병원 이용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 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효과적이고 

유용하며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하원의원 Kathleen Ric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뉴욕주 병원들이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 보건의 큰 

개선이고 Medicaid 서비스 전달을 개혁하고 개선하여 이 프로그램이 그것에 의지하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건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큰 걸음입니다.” 
 

Medicaid 재설계팀재설계팀재설계팀재설계팀 소개소개소개소개: 

Cuomo 지사는 주 전역의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협력하여 이 

제도를 개혁하고 비용을 줄이고자 2011년 1월에 취임하는 즉시 Medicaid 재설계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협업적 프로세스는 MRT 보고서에 나온 행동 계획이 보건 이해 

당사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협업적 노력을 통해 

MRT 이니셔티브는 이 프로그램을 비용을 삭감하고, 환자를 제일로 하며, 진료의 질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창조하는 전국적인 모델로 탈바꿈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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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는 최근에 하버드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의해 톱 25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미국정부혁신상 최종 5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MRT와 그 이니셔티브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www.health.ny.gov/mrt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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