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비용을 낮추고 의료 서비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지급하는 6,000만 달러의 지원금에 대해 발표  

  

통합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뉴욕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개혁을 한층 더 

지원하게 될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삼 년 동안 지원금 

6,0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행동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치 기반 결제(Value-Based Payment)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하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이 업체들이 스스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에 주력하기 보다 치료의 질과 환자가 더욱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결과에 

주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를 보다 

효과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한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뉴욕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건강 증진, 품질 향상,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뉴욕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도록 2011년에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Medicaid Redesign Team)을 출범시켰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없애거나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 절감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불금을 삭감하여 메디케이드(Medicaid)를 재설계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주들의 

전략과는 달리, 뉴욕은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성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체 의료 서비스와 행동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의료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 의료 서비스 협동조합(Behavioral Health Care Collaboratives, 



 

 

BHCC)이라는 19 곳의 선별적인 행동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네트워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의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저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아닌 그 결과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해당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지원금은 행동 의료 서비스와 신체 의료 

서비스의 통합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증명하고 가치 기반 보상 체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시스템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그러한 

노력을 촉진하고 신체 의료 서비스와 행동 의료 서비스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른 정서적인 장애 또는 행동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차 진료 환경에서 행동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는 일은 양질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핵심 목표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 덕분에, 이 지원금은 가치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뉴욕의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이 새로운 모델에 따라, 행동 의료 및 약물 

중독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상원 상임위원회 (Senate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Committee)의 위원장인 George Amedor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위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의 주로서, 우리는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에 관한 이 방식을 

반드시 계속 주도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행동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원 정신건강위원회(Senate Mental Health Committee)의 위원장인 Robert G.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치료 자체에 접근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의 주로서, 우리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치료하는 각 개인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서비스 외에 이 업체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따로 마련된 이 지원금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를 새롭게 개선된 

시대로 이끌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 정신건강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Mental Health)의 위원장인 

A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 의료 시스템의 가치 기반 

결제(Value-Based Payment)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정신 질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기념비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이 변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알코올 중독 및 마약 남용에 관한 하원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lcoholism 

and Drug Abuse)의 위원장인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중독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는 보통 동시에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이 

확산에 완전히 대처하기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한 와중에, Cuomo 주지사님은 이 양쪽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할당하는 

지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주 정신보건국(NYS Office of Mental Health),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YS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 등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향후 3년 동안 뉴욕주 전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다음과 같은 행동 의료 서비스 

협동조합(BHCC)들에 지역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Behavioral Health Care 

Collaborative (BHCC)  
지역  지원금  

Coordinated Behavioral Care (CBC)  New York City  $    5,000,000  

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 (ICL)  New York City  $    5,000,000  

Recovery Health Solutions IPA  New York City, Long Island  $    5,000,000  

Mental Health Providers of Western 

Queens  
New York City  $     4,901,000  

Value Network  Western New York  $     4,611,000  

Advanced Health Network (AHN)  New York City, Long Island  $    4,082,000  

Genesee County  
Finger Lakes, Southern Tier, 

Western New York  
$    3,300,000  

Lower East Side Service Center  New York City  $    3,001,000  



 

 

Bailey House  New York City  $    2,583,000  

Access Supports for Living  Mid-Hudson  $    2,571, 000  

The Guidance Center of Westchester  Mid-Hudson  $     2,421,000  

Syracuse Brick House  Central New York  $     2,418,000  

Equinox  
Capital Region, Mohawk 

Valley, North Country  
$     2,316,000  

Finger Lakes Area Counseling and 

Recovery Agency (FLACRA)  

Finger Lakes, Southern Tier, 

Western New York  
$     1,767,000  

Citizens Advocates  North Country  $     1,725,000  

FCS of Cortland  
Central New York, Southern 

Tier  
$     1,641,000  

The Neighborhood Center  
Central New York, Mohawk 

Valley, Southern Tier  
$     1,785,000  

Hillside Children's Center  
Finger Lakes, Southern Tier, 

Western New York  
$      1,521,000  

Children's Home of Jefferson County  North Country  $         750,000  

 

 

지원금은 행동 의료 및 신체 의료 서비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가 받는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별된 행동 의료 서비스 협동조합(BHCC)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될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를 다음 단계의 통합 의료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연계 치료의 

공백 식별,  

• 불필요한 비용과 막을 수 있는 합병증을 피하도록 치료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장,  

• 성과 개선과 비용 절감 기회 파악,  

•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 및 파트너들과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역량 강화,  

•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나 품질 지표가 충족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품질 

개선 절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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