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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년층을 위한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에 5천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기금은 노년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 보장 제도 (Medicaid) 에 

대한 의존도 감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의 노년층이 자신의 집과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을 돕기 위해, 59개 카운티를 기반으로 하는 노령화 지역 센터(Area 

Agencies on Aging) 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을 위한 확장 홈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지원금은 노년층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지내도록 돕고, 비용이 종종 의료 보장 제도의 부담이 되는, 첨단의 비싼 

노년층 돌봄 서비스를 방지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더 많은 뉴욕 주 노년층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성과 위엄을 지닌 채 생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 주 전지역의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뉴욕 주 모든 곳의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가정 내 서비스 프로그램은 아직 의료 보장 제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되지만 

저소득층인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노년층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지원을 필요로하는 노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지역 사회 기반의 장기 요양 사업의 관리 사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와 카운티 

사이의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5천십만 달러 기금의 뉴욕 주 공약은 카운티로부터 

천 6백만달러의 기금을 추가로 받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직접 기부로 천 8백만 달러가 

또 더해졌습니다. 

 

거의 7 만명의 뉴욕 주 노년층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Capital Region: $4,062,374 

 Central NY: $2,823,485 

 Finger Lakes: $4,717,963 

 Long Island: $9,779,588 

 Mid-Hudson: $7,824,940 

 Mohawk Valley: $2,169,488 

 New York City: $24,210,751 

 North County: $2,166,246 



 Southern Tier: $2,764,112 

 Western NY: $5,570,365 
 

카운티의 전체 지원 목록은 뉴욕 주 노령화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쇼핑, 음식 만들기, 고지서 납부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노년층을 지원합니다. 

모든 등록자는 돌봄 조정을 받고, 적절한 경우 지역 사회에서 노년층이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도와주는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추가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려면, 주민은 반드시 60 세 이상이어야 하고, 의료 

보장 제도와 같은 정부의 다른 프로그램 하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에 의한 

의료적 필요성, 또는 의뢰인이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자격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 기준으로 수입이나 자산의 증명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Sue Serino 뉴욕 주 상원의원이자, 노령화에 관한 뉴욕 주 상원 상임 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년층이 지역 사회의 가정 내에서 삶을 영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년층에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권을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지역 사회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노년층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우리는 노년층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양로원에 일찍 들어가지 않도록, 뉴욕 주의 

노년층을 돕기 위한 책임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뉴욕 

주 전 지역의 카운티들이 카운티의 노년층 지역 사회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Steven Cymbrowitz 뉴욕 주 하원의원이자 노령화에 관한 뉴욕 주 하원 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에는 3백 7십만명 이상의 노령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노령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다수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양로원처럼 설비를 

갖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숙련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로원에 일찍 들어가는 것을 막고, 뉴욕 주의 노년층이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Greg Olsen 뉴욕 주 노령화 사무국 국장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우선 수위에 놓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만명의 뉴욕 주 노년층이 자신의 집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매일 

돌보는 수백만명의 배우자와 가족을 지원하며, 뉴욕 주의 노년층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해줍니다.” 

 
 

Ann Marie Cook, Lifespan of Greater Rochester Inc.의 사장 겸직 CEO는 이렇게 

http://www.aging.ny.gov/NYSOFA/Programs/CommunityBased/EISEP_FinalAllocations_2016-17.pdf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년층이 가능하면 오랜 기간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년층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가정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Lifespan은 Cuomo 주지사님의 중요한 프로그램의 지원에 힘을 합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ichael Romano 뉴욕 주 노령화 연합 회장 겸 Oneida 카운티 노령화 사무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와 지방 정부의 자원을 활용하고, 노년층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년층과 그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바 중의 한가지를 충족시켜 주면서 참가자가 기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친 훌륭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수천 세대의 가족을 돕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가 성취한 또 다른 빛나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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