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id Redesign Team(MRT, 메디케이드 재설계팀) 면제 개정안:
정보 및 실태 보고서
배경설명: Cuomo 주지사는 2011년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Medicaid Redesign Team(MRT,
메디케이드 재설계팀)을 구성하여 뉴욕주 전역의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단계에서, MRT는 2011‐12 주 회계연도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23억 달러 절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11‐2012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지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RT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2011년 2월에 이 단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최초 보고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환자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도록 Medicaid(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a재설계 및 재구성을 위한 79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했습니다. 79개의 권고사항은 의회에 의해 실행
예산안의 일부로 승인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해당 권고사항은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예산
목표액을 충족하고, 계속 증가하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개혁을
제시했으며, 가입조건 강화 없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MRT는 2단계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10개의 직무 그룹으로 나누어 복잡한
현안들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1단계에서 시행된 주요 권고사항의 이행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러한 직무 그룹들은 추가적인 175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MRT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직무 그룹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가 여러 번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MRT의 노력을 통해, 뉴욕시민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다 나은 건강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년도 실행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년도 실행계획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5백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뉴욕주 메디케어의 비용곡선을 하향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의 MRT
과정을 통해 연방정부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행계획의 일부로 상당한
절감비용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 획기적인 메디케이드 1115 면제 개정안은 MRT 실행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면제 개정안을 통해 주 정부는 건강관리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면제 개정안을 통해 미국 건강관리
개혁의 이행을 준비하고, 뉴욕주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의 비용곡선을 효과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는 이해당사자들과 대중들이 메디케이드 개혁과 ACA 이행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RT는 당면한 어려움에도 이해당사자들이 종합적인 개혁안건을
만들도록 협력하는 방식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건강보험거래소 및 Health
Homes(헬스홈)와 같은 주요 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 개혁법) 마련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도모했습니다. 뉴욕주는 1115 메디케이드 면제 개정안을 마무리해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MRT 전통을 이어가고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MRT 면제 개정안의 재투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차 의료 확장, Health Home(헬스홈) 개발,
신규 의료제공 모델, Vital Access Provider Program(주요 의료제공자 프로그램) 및 Safety Net Provider
Program(기본진료 제공자 프로그램) 확장, 공공병원 혁신: 무보험자 진료를 위한 신규 모델,
Medicaid Supportive Housing(메디케이드 지원주택) 확장, Managed Long Term Care Preparation
Program(관리형 장기 요양 준비 프로그램), 기본진료 제공 병원의 자본 안정화, 병원시설전환,
산업인력 훈련, 공중보건 혁신, 지역건강 계획, MRT Waiver and Evaluation Program(MRT 면제 및
평가 프로그램).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MR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redesign/) 및 MRT Waiver amendment(MRT 면제 및
평가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redesign/mrt_waiver.htm).
더 자세한 내용이나 면제 개정안의 한국어 책자를 원하실 경우, 또는 MRT 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시면 mrtwaiver@health.state.ny.us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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