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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 250만 달러 규모의 전국 최초 이니셔티브 확대 

발표  

  

취약 계층 성인을 노인 학대 및 금융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종합적인 다기관 개선 팀에 추가 지원 제공  

  

주 전역에서 고령자를 지원하는 팀의 규모를 세 배 확대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한 명이 매년 노인 학대 피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학대, 방치 또는 금융 착취의 위험에 처한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다기관 개선 팀 이니셔티브(Enhanced 

Multidisciplinary Teams Initiative, E-MDT)를 확대하는 25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금 지원은 2022년 9월까지 매년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신체적 제한, 인지 

장애, 치매, 사회적 고립 등의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지원하는 한편, 법률 

회계사, 노인정신의학/정신 건강 전문가, 민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NYSOFA) 및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가 도입한 이니셔티브는 현재 51개 카운티에서 

뉴욕주 고령자 92%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의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로 노인 

학대 전담 팀의 규모를 세 배로 확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인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국 최초로 학대, 방치 또는 금융 착취의 위험에 

처함 고령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이토록 중요한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여 해당 팀이 뉴욕주 전역에서 위험에 처함 고령자에게 

다가가서 이들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MDT은 노령화 서비스,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건강 보험, 금융 

서비스, 형사 사법 제도, 피해자 지원, 정신 건강 등 복잡한 노인 학대 케이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기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2012년에 뉴욕주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이 팀들은 신체적 한계, 인지 장애 



 

 

또는 치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해를 입거나 착취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60세 

이상의 성인을 돕습니다.  

  

2017년 E-MDT 이니셔티브를 시작 후 초기 3년 동안 총 840만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피해자 지원국이 제공하는 연방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 자금을 비롯하여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의 주정부 예산으로 구성됩니다. 

NYSOFA는 먼로 카운티에 위치한 그레이터 로체스터의 라이프 스팬(Lifespan of Greater 

Rochester) 및 웨일 코넬 의대(Weill Cornell Medicine)의 뉴욕시 노인 학대 방지 

센터(New York City Elder Abuse Center, NYCEAC)와 협력하여 자금을 운영, 관리, 

할당합니다. OVS는 추가 VOCA 자금 200만 달러를 연간 지원받고, NYSOFA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E-MDT 이니셔티브를 연간 500,000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자금을 할당합니다.  

  

팀들은 현재 10개 지역 51개 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나머지 11개 

카운티에서도 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MDT 개입을 통해 학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법률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추천을 비롯하여 개인 자산 환수 또는 공공 자금 신청 지원 등 개별적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E-MDT 코디네이터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례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사, 노인정신의학/정신 건강 전문가, 민사 변호사 등과의 상담 서비스를 적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의 라이프스팬은 금융 착취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위한 월간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 동안 E-MDT는 

계속해서 화상 면담을 계속 진행하여, 노인 학대 사건에 계속 개입해왔으며, 다른 

프로그램들이 중단된 시기에도 뉴욕의 고령자들을 위한 보호 노력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E-MDT 코디네이터는 약 1,600 건의 추천을 진행했으며, 피해자 670명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E-MDT 개입 덕분에 금융 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약 645,000 달러를 환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의 Elizabeth Cronin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에게 고립은 실제하는 위협이며, 이로 인해 착취에 더욱 

취약해지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신고가 어렵습니다. OVS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만약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우리 팀이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NYSOFA의 Greg Olsen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관 파트너와 함께 

고령자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학대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는 다수의 파트너가 참여하여 학대의 징후에 대한 교육 및 봉사를 

진행하여, 우리의 전국적인 다기관 개선 팀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령자에 대한 

뉴욕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및 미국 은퇴자 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이 뉴욕을 전국 최초의 고령자 친화 주(Age 

Friendly State)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라이프스팬(Lifespan)의 Ann Marie Cook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령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고령자들이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했으며, 이는 이미 고령자 

뉴욕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노인 학대는 침묵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 학대, 사기 및 금융 착취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다기구 개선 팀 모델은 그 성과를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고령자 뉴욕 주민을 

집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는 학대 및 방치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웨일 코넬 의대의 뉴욕시 노인 학대 방지 센터의 Lisa Rachmuth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CEAC는 뉴욕시 노령화부(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그레이터 로체스터의 라이프스팬,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우리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 전역에서 개선 다기관 팀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취약한 고령자 

뉴욕 주민이 당면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NYCEAC 팀은 고령자들이 직면한 

위험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 확대를 위한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뉴욕시 노령화부, 그레이터 로체스터의 라이프스팬, NYSOFA,, OVS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은 취약한 고령자들이 존엄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OCFS의 성인 

보호 서비스 노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학대, 방치, 착취의 피해자가 되곤 하는 취약 

계층인 고령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신청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673건이며, 해당 기간 동안 OVS의 승인을 받은 것은 3,789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한 명이 매년 어떤 형태로든 노인 학대 피해를 

받았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의 인력 

지원을 받는 뉴욕주의 고령자 경찰 서비스 조정 위원회(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Police Services to Elderly Persons)는 사법 기관 및 프로그램이 뉴욕의 고령자 인구의 

수요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에는 알츠하이머 병 및 치매 환자의 요청에 대응할 때의 전략을 비롯하여 변호사 및 

서비스 제공자, 성인 보호 서비스 전문가들이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하여 사법 기관과 



 

 

협력하는 방법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 학대, 

조사 체크리스트, 교육 문서, 비디오 및 온라인 교육 과정, 노인 학대와 관련된 뉴욕주 

법규, 노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보를 요약한 팜플렛, 하는 노인 학대 툴킷등을 

개발했습니다.  

  

DCJS의 Michael C. Green 수석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는 

비극적인 현실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고령자 경찰 

서비스 조정 위원회 및 DCJS 직원들은 이러한 팀을 지원하여 우리의 가장 취약한 인구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금을 제공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노력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사법 기관의 지속적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OVS는 자격있는 개인에게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비 및 매장비, 임금과 지원 손실 및 

기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및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카운티가 재정 지원하는 자격 가이드라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www.ovs.ny.gov를 방문하거나 1-800-247-8035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NYSOFA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은 고령자들에게 잘 계획되고 조정된 가정 

내 패키지 및 비공식적인 보호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기타 지원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노령화 사무국은 고령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보육 및 공공 재정 관리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비용 효과적인 비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가용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YSOFA)은 59 곳의 지역 노령화 

사무국(Offices for the Aging)의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달성합니다.  

  

라이프스팬은 고령자와 간병인이 더 긴 삶의 도전과 기회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체는 편견없는 정보, 지침, 30 개 이상의 서비스와 노인 및 간병인을 위한 옹호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반자 전문가 및 지역사회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웨일 코넬 의대의 뉴욕시 노인 학대 방지 센터는 전문가, 단체, 시스템이 노인 학대, 방치, 

재정적 착취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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