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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5월을 뉴욕주 고령 미국인의 달로 지정한다고 선포  

  

회계연도 2023 주 예산에서 고령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투자에는 뉴욕주 고령화 사무국이 진행하는 1억 8,15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포함  

  

AARP가 최초로 지정한 노령 친화적인 주인 뉴욕주의 위상을 기반으로 고령화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  

  

여기에서 선언문을 읽으십시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5월을 뉴욕주 고령 미국인의 달(Older Americans Month)로 

지정한다고 선포하고 매년 4억 9,500만 시간 이상의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 138억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령 인구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고령 인구는 우리에게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침을 주며, 이들은 우리 주의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공헌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고령자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독립적으로 양질의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포는 회계연도 2023 주 예산에서 발표한 고령화 서비스 관련 투자에 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460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고령자 인구를 위해 뉴욕주 

고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을 통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 개발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1억 8,1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제정된 주 예산(State Budget)에는 Hochul 주지사가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제안에서 공개한 종합적인 고령화 마스터 플랜(Master Plan for Aging) 시행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플랜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유지, 자원봉사 및 취업, 열린 공간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통한 신체 운동 장려, 차량 의존도 완화 등 노후 관련 목표를 추진합니다. 

고령화 마스터 플랜(Master Plan for Aging)은 2017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및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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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P)가 지정한 전국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로서 뉴욕주의 위상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의 뉴욕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옳은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은 뉴욕을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해 고령화 친화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는 

뉴욕의 공약을 지켜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Beth Finkel 미국 퇴직자 협회(AARP) 뉴욕주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인구는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약 10년 후, 네 명 중 한 명의 뉴욕 주민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AARP는 고령자 뉴욕 주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를 결정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건실한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사회 및 주정부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뉴욕의 만 

50세 이상 인구를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NYSOFA를 통한 핵심 노후 프로그램  

  

회계연도 2023 제정 주 예산은 NYSOFA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총 1억 8,1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59개 지역 고령화 사무소(Area Agencies on Aging, 

AAAs)과 지역사회 파트너에게 제공되어 고령자 뉴욕 주민과 그 가족에게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1년 이러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130만 

이상이며, NYSOFA의 통합 자금 구조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은 주의 일반 예산, 고령자 법(Older Americans Act)에 따른 연방 

자금, 카운티 수준 투자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 돌봄, 이동, 법무 서비스, 상담, 사례 관리, 고령자 중심 

프로그램, 휴식, 고령자 학대 예방을 비롯해 가정 배달식, 급식, 기타 영양 지원 등 영양 

서비스를 포함하는 핵심 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20개를 지원합니다.  

  

장기 돌봄 옴브즈맨 프로그램  

  

제정 예산은 또한 장기 돌봄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예산에 25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주정부 및 연방 지원으로 마련한 총 예산을 659만 

달러로 증액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 돌봄 시설 거주자와 가족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한편, 양로원과 성인 돌봄 시설 관련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빌 페이어 프로그램  

  



고령자가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예산은 

새로운 자금 750,000 달러를 지원해 최대 10개 카운티에 빌페이어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시정연설 아젠다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이니셔티브  

  

NYSOFA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2017년 미국 보건장관이 "전 세계적 

에피데믹"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고령 서비스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29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합니다. 고령자에게 실제와 유사한 

반려동물을 제공하여 외로움을 70%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NYSOFA의 

인공지능 반려동물 이니셔티브, 필수 돌봄 역량에서 전문가가 주도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간호인 훈련 및 지원 플랫폼, 고령자 전용 차량 공유 서비스, 강의와 서비스 등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일간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음성 인식 스마트 기술 활용, 건강 목표 관련 지원, 신체적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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