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 년 5 월 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노령화 서비스 모바일 앱 
(AGING SERVICES MOBILE APP)에 대해 발표 

 

노년층과 그 가족들에게 해당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미국 
최초의 앱 

 
뉴욕을 미국에서 최초로 노년층에게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년층과 해당 지역사회의 가치있는 자원 및 

서비스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연결하는 최초의 모바일 앱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의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은 뉴욕의 370 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건강 및 행복, 주택, 교통 

선택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당,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앱은 아이오에스(iOS) 및 안드로이드(Android)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앱은 뉴욕의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에게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그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보다 강하고 더욱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노년층을 도와드리는 기술을 사용해서 노년층이 독립해서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노년의 뉴욕 주민들 감사의 날 (Older New Yorkers’ Appreciation Day) 축하 

행사에서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을 발표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 세대는 평생 뉴욕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며 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와 사회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지내면서 

건강한 삶을 충분히 누리는 동안 마주치는 노화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노인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은 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 퇴직자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가 

정한 8 개의 노년층 친화적인/살기좋은 지역사회 범주 (Age Friendly/Livable Community 

https://itunes.apple.com/us/app/nys-aging/id1220542271?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gov.ny.its.NYSAging


Domains)에 따라 뉴욕주를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노년층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종합적인 목표의 일환입니다. 노년층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지정된 지역사회는 

노년층 및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나이들어 갈 수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이 앱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노년의 뉴욕 주민들과 그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자원들에 실시간으로 이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앱의 “Near Me”기능을 사용하여 뉴욕의 어느 곳에서나 노인이나 간병인이 

즉시 정확한 위치에 가장 근접한 위치의 노령화, 노인 센터, 농민 직거래 장터, 간병인 

서비스, 알츠하이머 협회 (Alzheimer’s Association), 기타 장소들에 대한 지역 노령화 

사무국 (local offices for the aging)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은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을 위한 뉴욕주의 “no wrong door”시스템 인 NY Connects 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이것은 노년층 및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앱은 노년의 뉴욕 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정부 프로그램 및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공합니다. 

 

노년층은 뉴스 및 정보, 건강 및 행복 자원, 사회적 지원책 등에 연결되기 위해 점점 더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 세 이상 인구의 거의 75 퍼센트와 65 세 이상 

인구의 거의 45 퍼센트가 이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Greg Olsen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년의 뉴욕 주민들이 해당 지역사회에 기여한 가치있는 

공헌을 인정하고 뉴욕을 최초의 노년층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한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연령층의 시민들은 흘러 넘치는 매일의 정보 

속에서 때로는 기본적인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이 모바일 앱은 노년의 뉴욕 주민들, 그 가족, 간병인들의 손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지역의 자원에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Robert H. Samson 뉴욕주 수석 정보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TS)은 Cuomo 주지사님의 건강 및 

노년층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과 협력하여 일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1 세기 시민들이 

정보를 찾고 얻는 방식에는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아래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 (ITS)은 뉴욕 주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을 재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을 사용할 경우 뉴욕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자원에 보다 편리하고 

더욱 빠르며 아주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을 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 퇴직자 협회 (AARP)가 미국에서 ‘Age-Friendly’ 

인증을 받은 최초의 주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님의 야심에 찬 목표를 향해 가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발걸음입니다. 주무부는 우리의 많은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 및 지역사회 

기획 프로그램들을 통해 살기 좋고 노년층 친화적 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YSOFA)과 협력하여 일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상원 노령화 위원회 (New York State Senate Aging Committee) 위원장인 Sue 

Ser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노령화 위원회 (Senate Aging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제 목표는 뉴욕을 노년층을 위해 더 나은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년층과 그 가족들이 집에서나 해당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들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발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뉴욕주 전 지역의 노인분들은 커다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21 세기의 기술로 발전시킨 이 노력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하원 노령화 위원회 (New York State Assembly Aging Committee)의 위원장인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뉴욕 주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오래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앱을 기반으로 하는 이 기술을 통해 주민들은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NY Connects 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년층 및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치료에 관한 유용한 정보 

매체입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 (AARP)의 Beth Finkel 뉴욕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 (AARP)는 뉴욕을 최초의 노년층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파트너가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뉴욕 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 앱의 출시를 통해 노년층 친화적인/살기좋은 지역사회 

(age friendly/livable communities) 원칙의 많은 부분을 지원합니다. 오늘날의 노년층은 

스마트폰과 기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모바일 기술에 점점 더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년층 친화적인 이 새로운 모바일 앱은 사람들이 독립해 살면서 나이를 먹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원에 보다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ichael Romano 뉴욕 노령화 협회 (Association on Aging New York) 회장 및 

오네이다 카운티 노령화 사무국 (Oneida County Office for the Aging)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뉴욕 주민들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원은 전례가 

없습니다. 노년층과 간병인들을 자원, 서비스, 자원 봉사자 및 고용 기회, 해당 

지역사회의 주택 및 교통 선택권 등에 연결시키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노년층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이 새로운 노령화 



서비스 모바일 앱 (Aging Services mobile app)은 특히 농촌 지역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자들을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에 

연결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연결 수단을 제공합니다.” 

 

Ann Marie Cook 라이프스팬 (Lifespan) 사장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프스팬 (Lifespan)은 노년의 뉴욕 주민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진행중인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모바일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은 노년층과 간병인들이 실시간 정보 및 지원을 위해 NY Connects 시스템에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버튼 하나로 지역 자원 및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Tom Kamber 노년층을 위한 기술 서비스 (Older Adults Technology Service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장수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기술의 역할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노년층 사이에서는 건강한 삶과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건강한 노령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모바일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은 노년층이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해당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뉴욕은 더욱 강력해지고 보다 스마트해 

집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아래의 링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iOS 기기의 경우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이 노령화 서비스 앱 (Aging Services app)은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에서 뉴욕주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뉴욕주 공식 모바일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gov/mobileapps 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소개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YSOFA)의 임무는 노년층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단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노년층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 중심의 

지지, 개발, 제공, 소비자 지향적이며 비용 효과가 높은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노년의 뉴욕 주민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지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YSOFA)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로는 @NYSAGING 을 팔로우 하십시오. 또는 

www.aging.ny.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itunes.apple.com/us/app/nys-aging/id1220542271?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gov.ny.its.NYSAging
http://www.ny.gov/mobileapps
https://www.facebook.com/NYSAGING/
https://twitter.com/NYSAGING
http://www.aging.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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