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각 보도용: 2021년 10월 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팬데믹 기간 중 노령자 뉴욕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직접 식품 지원에 

1억 4,900만 달러 지원 발표  

  

자금 지원은 고령 뉴욕 주민의 기초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코로나19 전염을 늦추기 위해 필수적  

  

Hochul 행정부는 고령자법 현대화 및 고령 인구를 위한 비용 효율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방 투자 확대 노력 선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고령자 뉴욕 주민을 위한 연방 지원을 주 전역의 카운티에 

1억 4,900만 달러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고령자 뉴욕 주민들은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전염을 

늦추고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지역사회 및 가족에 고령자들이 미치는 대규모의 경제 및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및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가 지정한 전국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로서 뉴욕의 특수한 지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령자 커뮤니티는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태이며, 연방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의 고령자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식품 및 의약품 배달, 이동, 사회적 고립 해결, 노인 

학대 및 재무 문제 해결 등 다수의 필수 서비스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요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늘어났지만, 우리 행정부는 고령 인구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에서 

지역되어 지원을 받는 지역별 뉴욕의 고렁 서비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DC 지역  
촉진 자금 

전달  

Western New York  $11,488,696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Erie, Niagara  

Finger Lakes  
Genesee, Livingston, Monroe, Ontario, Orleans, Seneca, Wayne, 
Wyoming, Yates  

$8,917,053  

Southern Tier  
Broome, Chemung, Chenango, Delaware, Schuyler, Steuben, Tioga, 
Tompkins  

$5,401,414  

Central New York  
Cayuga, Cortland, Madison, Onondaga, Oswego  

$5,563,927  

Mohawk Valley  
Fulton, Herkimer, Montgomery, Oneida, Otsego, Schoharie  

$4,355,631  

North Country  
Clinton, Essex, Franklin, Hamilton, Jefferson, Lewis, St. Lawrence  

$4,259,349  

Capital District  
Albany, Columbia, Greene,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Warren, Washington  

$7,136,560  

Hudson Valley  
Dutchess, Orange, Putnam, Rockland, Sullivan, Ulster, Westchester  

$15,237,162  

New York City  $69,492,838  

Long Island  
Nassau, Suffolk  

$17,617,519  

  

Hochul 주지사는 또한 연방 촉진 투자를 기반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고령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기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 OAA) 현대화를 위한 27억 달러 규모의 

전국적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주정부 및 지방 노령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및 규정을 전담하는 연방 기구입니다.  

  

고령자법에 따라, 뉴욕의 고령 서비스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카운티 자금에서 우선 운영 

예산을 받게 되며, 이것이 프로그램 총 예산에 85%를 자치합니다. 이에 반해, 연방 

기여는 15%입니다. 연방 지원 규모가 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Hochul 주지사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부담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뉴욕주는 1억 7,5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OAA 현대화 노력은 법안의 낙후된 부분을 개정하고 팬데믹 경험을 

반영하며 서비스를 확대 및 혁신합니다.  

  

뉴욕주 노령사무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은 59곳의 지역 

노령사무소(Area Agencies on Aging)와 협력합니다. 지역 노령사무소는 가정 도시락 

또는 급식, 영양 카운슬링 및 교육, 휴식, 법률 서비스, 개인 돌봄, 사례 관리, 이동, 건강 

보험 카운슬링, 장기 돌봄 시설 주민 지원 자원 등 각 카운티에서 필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트에는 계약업자 1,176명, 선임 센터 777개, 급식소 819곳, 중앙 주방 

315곳, 자택 배달 도시락 경로 2,057개가 포함됩니다.  

  

Charles Schumer 상원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의 모든 

삶이 영향을 받은 가운데, 고령자 뉴욕 주민은 특히나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집을 

잃거나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제가 상원에서 구조법 

통과를 추진할 때, 주정부가 제안한 조항의 유연성을 실현하여 뉴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노령자와 같은 취약 인구입니다.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령자 뉴욕 주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Hochul 주지사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쁩니다."  

  

Joe Morell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와 

상황에 높인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 쉽없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 인구가 번성에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Mondaire Jon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조법의 일환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 자금을 잘 이용해주신 Hochul 행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고령자들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며, 우리는 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도록 지원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이번 자금 지원은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뉴욕 전역의 고령자들의 건강, 안전, 

번영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Greg Olsen NYSOFA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의 고령 

네트워크가 서비스 제공과 바이러스 전염 완화, 사람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고령자들이 존엄한 삶을 살고, 일자리를 찾고, 건강한 

삶을 살며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기 위해 50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 당 연간 10,000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는 모두 에이지즘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은 우리 네트워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팬데믹 대응 기간 중 어려운 시기에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노력하여 우리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eth Finkel AARP 뉴욕주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노령자들이 집과 

지역사회에 남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AARP 

뉴욕은 연방 지원을 확보하여 주 전역의 고령자 뉴욕 지원을 지원하고 2017년 

AARP/세계보건 기구 지정 노령 친화적 주(World Health Organization Network of Age-



 

 

Friendly States and Communities)로 지정된 뉴욕을 모든 연령의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Stephen J. Acquario NYSAC 최고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령자 뉴욕 주민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목숨을 잃거나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고령사무청의 카운티 직원들은 

최전선에서 고령자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 백신 이니셔티브에 따른 식품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우리는 필수 최전선 노동자들 지원에 필수적인 자금을 

확보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카운티는 노령자 뉴욕 주민과 가족을 

지원하여 이들이 카운티, 주정부, 지방 지역사회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ecky Preve 뉴욕 고령자 연합(Association on Aging in New York, AANYS) 

최고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노령자 연합은 이러한 자금 지원을 받는 노령 

서비스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지원을 해주신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네트워크에 소속된 

지역 노령사무소 59개는 고령자 및 가족의 건강, 안전, 웰빙에 필수적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수요가 약 100% 늘어났습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추가 자금 지원을 개선 및 

확대했으며, 뉴욕주 노령사무청의 파트너들은 신속하게 지역사회 제공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 네트워크 지원에 오랫동안 힘써주시고 

고령 뉴욕 주민들이 존엄하고 자율적이며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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