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고령자 뉴욕 주민를 위한 약 

900만 달러 규모의정신건강, 약물중독 및 노령화 서비스 확대 지원금 발표  

  

5년간 지원금을 받을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여섯 곳 선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정신건강, 약물남용 또는 노령화로 문제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독신 생활 또는 생존이 어려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확인하고 지원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5년에 걸쳐 최대 9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여섯 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 계속 피해를 주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팬데믹으로 특별히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고령자 뉴욕 주민을 지원하고, 이들이 독립적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역사회 노령자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to Support Aging 
in Place in Communities Severely Impacted by COVID-19)"은 오랫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에 집중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승인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와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및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YS Office for Aging, NYSOFA)의 승인을 받은 기관 같의 파트너십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뉴욕 

주민을 도울 것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OMH 및 연관 기관인 OASAS와 NYSOFA 등을 

통해 정신 질환 또는 약물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자 뉴욕 주민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hinazo Cunningham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NYS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금 제공 기회는 약물 문제, 

중독, 정신 겅간 문제가 있는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및 주정부 지원 파트너십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개별 서비스를 

최약 계층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Greg Olsen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파트너십은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고령자들이 중독 또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개개인의 수요에 집중해 고령자들에게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고령화 사무국과 행동 및 보건 서비스 파트너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에 헌신해주신 정신보건국, 노령화 사무국,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 최초의 노령화 친화 

주로서 뉴욕을 계속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굳건한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Joel Evans 뉴욕주 보훈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노력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만 65세 이상이며 뉴욕에서 서주하는 약 50 퍼센트의 

퇴역군인의 건강과 웰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OMH는 2021년 4월 정신 건강, 약물 사용, 또는 기타 고령 관련 문제로 독립적인 

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자 중 코로나19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도록 대상 신청자에게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자 대상 OMH 지원 주거 및 기타 지역 주거서비스를 통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자금은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또는 개선을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 의무사항을 만족하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  

  



메트로폴리탄 정신 건강 센터(Metropolitan Center for Mental Health) 및 뉴욕시 

노령화부(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Service Program for Older People, SPOP)은 전반적인 건강-

심리 웰빙, 의료,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등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례 

관리 서비스, 자택 진료, 사회화 기회, 식사, 주거지 개선,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고령자 대상 제도 미비를 해결하고 고령자들이 

고향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매년 240명을 

지원하여 보조금 제공 기간 동안 총 2,700명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약물 사용 경험을 활용해 고령자들이 고향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파트너십을 통해 매년 300면의 개인에게 

추가적으로 교육 및 자원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무엘 필드 YM&YWHA  

  

사무엘 필드 YM&YWHA(Samuel Field YM&YWHA)는 레고 파크 카운슬링(Rego Park 

Counseling) 및 뉴욕시 고령화부(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와 

협력하여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선정하여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아웃리치 및 원격 서비스는 프로그램의 두 축이며, 행동 보건, 신체 보건, 고령 

서비스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별 계획은 각 고객에 따라 만들어지며, 모든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임시 

돌봄 및 돌봄 조정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개인 또는 가족 심리 치료 및 심리 상담 등 

카운슬링 서비스가 사무엘 필드 및 레고 파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메이카 병원  

  

자메이카 병원 메디컬 센터(Jamaica Hospital Medical Center)는 플러싱 병원 메디컬 

센터(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 및 뉴욕시 고령화부와 협력하여 자메이카 
고령자 지원 파트너십(Jamaica Partnership to Support Aging in Place)을 추진합니다. 

and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in the .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위험군 중 정신 보건 및 약물 사용 질환 미치료 인구를 줄이고, 

비상서비스부(Emergency Department)의 간헐적 진료를 줄이며,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미적응 행동을 줄이고, 참여를 늘리며, 문화 및 언어 장벽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보조금 기간 동안 3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플러싱과 약물 사용 질환 치료 및 원격 중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화부 훈련 의료진을 비진료 고령자 지원에 파견하고 의료 센터 인력과 고령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시킬 것입니다.  

  

오헬 아동 쉼터 및 가족 서비스  

  

LSA 리커버리 주식회사(LSA Recovery, Inc.) 및 뉴욕시 고령화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오헬(Ohel)의 프로젝트 휠(Project WHEEL)은전면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들에게 모든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부문 팀이 자원봉사, 참여, 필드 기반 스크리닝을 로카웨이 

전역에서 실시하는 "허브 앤 스포크"모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NYCDFTA 지정 

NORCS, 고령자 센터(Older Adults Centers), NYCHA 주거지 내 현장 운영을 계속하여 

오헬 정신 건강 클리닉 및  LSA 약물 사용 질환 클리닉("허브)가 추가 평가/치료를 

진행하고 NYCDFTA 서비스 및 지원 기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드슨 밸리  

 

오렌지 카운티 정신건강부  

  

오렌지 카운티의 고령자 지원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인핸스드 웰컴 오렌지 게리아트릭 
이니셔티브(Enhanced WELCOME Orange Geriatric Initiative, WOGI)이며, 오렌지 

카운티 정신건강부(Orange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오렌지 및 설리반 

카운티 카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오렌지 카운티 고령화청(Orange County 

Office for the Aging) 등을 포함합니다. "게이트키퍼(Gatekeeper)" 모델을 활용한, 

개선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취약 계층이었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지역사회 안정화를 증대하고, 비상서비스부, 병원, 요양 시설 

입원을 줄이며, 고령자들이 웰빙 및 기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매칭하여 타겟 층에게 더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술 활용을 늘립니다.  

  

롱아일랜드  

 

센트럴 나소 지침 및 상담 서비스  

  

센트럴 나소 지침 및 상담 서비스(Central Nassau Guidance & Counseling 

Services)는 아동가족연합(Family & Children's Association) 및 나소 카운티 고령화 

사무청(Nassau County Office for the Aging)과 함께 링크 에이지 프로젝트(Link-Age 

Project)을 추진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기관의 모바일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합하고 

고령자를 확인하여 참여시키며 고령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 및 

귿르의 가족/간호인들이 돌봄과 서비스에서 마주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금을 활용해 충족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바일 정신 건강 및 반복되는 질환 치료를 비롯해 고립된 고령자들에게 모바일 타겟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계획의 중요 부분입니다.  

  

OMH이 제공하는 고령자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omh.ny.gov%2Fomhweb%2Fgeriatric%2Findex.html&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54144b5742a43d69a6008d9b6a1b1f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16278590946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yoD4F4ml9U3Ltx16jKUjzhJakgmewNAIHwikc%2BHB3f4%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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