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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근 8백만 달러 규모의 뉴욕시 노인들에 대한 정신건강, 약물중독 및 

노령화 서비스 확장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발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노인들을 도와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문제 해결  

 

FY 2017 주 예산에서 프로그램 자금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개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여 노인 혁신 

프로그램(Partnership Innovation for Older Adults, PIOA)에 대한 협력업체로부터 796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정자들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정신건강, 약물남용 또는 노령화로 문제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독신 생활 또는 

생존이 어려운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선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시민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뉴욕시민들이 도와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일부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주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프로그램은 또한 이동봉사팀을 구성하여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고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5년 안에 6,000여 명의 뉴욕 노인들을 

찾아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신건강 사무실(Office of Mental Health, OMH) 커미셔너 Dr. Ann Sulliv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신 노인들이 약물 중독 또는 우울증과 같은 행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들의 노년 생활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원치 않은 미래를 외롭게 직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여한 세 개의 기관을 통하여 수많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수많은 뉴욕 노인들을 연결하여 그들의 

수요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뉴욕주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 서비스 사무실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약물 사용 장애의 영향을 자주 받게 되고 거기에 정신 건강 

문제와 노령화 문제가 겹치면서 이런 질병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 협력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런 중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뉴욕 노인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문제 사무실의 집행 책임자 Greg Ol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에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함께 포함하는 

최전선에서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불행하게도 노인들은 정신 건강과 약물 남용 

문제에 자주 봉착하게 됩니다. 뉴욕이 전체적인 독신들을 위한 봉사하는 혁신적인 모델 

개발에서 리더십은 독거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5년 동안에 약 백만 달러씩 지원받습니다.  

 

지역별 프로그램 선정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Queens 카운티: 

 

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는 Arms Acres와 뉴욕시 노령화 부서를 포함한 3중 

협력기관입니다. 프로그램은 봉사활동과 원격 의료 기술을 이용한 공동 채용의 전략을 

사용하여 위험에 처한 독거 노인들을 찾아내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정신 

건강과 노령화 서비스 접근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직의 임상 전문가를 고용하여 모바일 건강 밴으로 이동 봉사와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Nassau 카운티: 

 

Central Nassau Guidance & Counseling Services는 가족 및 어린이 협회와 Nassau 

카운티의 노령화 문제 사무실을 포함한 3중 협력기관입니다. 링크 에이지 

프로젝트(Link-Age Project)라 불리는 그들의 프로그램은 진료 조정을 이용하여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40%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프로그램은 75개가 넘는 협력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에 노인들을 연결해 드립니다.  

 
Hudson Valley 
 

Orange 카운티 

 

The Orange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는 Orange 카운티의 가톨릭 자선 

단체와 Orange 카운티 노령화 문제 사무실을 포함한 3중 협력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책임진 성인팀을 만들어 기존 

서비스와의 연결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협력기관은 



카운티의 원격 정신과 네트워크 개발을 도와 문화 역량, 자살방지와 정신 및 1차 진료의 

건강 수요 선별을 위한 봉사팀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Putnam 카운티: 

 

Putnam Family & Community Services는 Putnam 카운티 노인 자원 사무실과 국립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약물 의존 Putnam 위원회를 포함한 3중 협력기관입니다. 이 

협력기관은 노인들을 평가, 진단 및 치료할 자격증을 가진 임상 사회복지사, 구체적인 

서비스와 건강문제의 사회적 요인 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제공할 치료 관리자, 약물 

남용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치료 코치 및 간호사와 정신과 상담원을 고용할 것입니다. 

 

Ulster 카운티: 

 

The Institute for Family Health는 Ulster 카운티의 노령화 문제 사무실과 Step One 

어린이 및 가족 상담센터 중독치료 서비스(Step One Child & Family Guidance Center 

Addiction Services)를 포함한 3중 협력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목표는 이동 봉사팀, 치료 

지도 및 원격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노령 인구는 넓은 산악지대, 농촌 지역 그리고 많은 소형 시내와 마을로 구성되어 

중요한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렵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 

 

Family Services of Westchester는 Westchester 카운티의 노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서와 Lexington 건강 회복센터를 포함한 3중 협력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고립된 

노인을 줄이고 치료받지 못한 행동건강과 해결하지 못한 노령화 문제를 함께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Westchester 카운티의 노인들에게 이동 봉사와 원격 건강 

관리를 포함한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센트럴 뉴욕 

 

Onondaga 카운티: 

 

The Onondaga County Department of Adult & Long Term Care Services(카운티의 

노령화 문제 부서 포함)는 Liberty Resources와 Syracuse 정신건강부과 협력하여 

다양한 노인 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확장할 것입니다. 노인 건강과 리소스 협력 

프로젝트(Senior Health and Resource Partnership Project)라 불리는 그들의 프로그램은 

영어 능숙도 한계, 문화적 관습, 인지와 신체 장애, 빈곤, 수치심 및 고립과 같은 서비스 

접근에 관한 자연적 및 인위적인 장벽을 해결하는 동시에 노령화와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를 향상하려 합니다.  

 

웨스턴 뉴욕 

 



Niagara 카운티: 

 

The Niagara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는 Niagara 카운티의 노령화 문제 

사무실과 Northpointe 상담소를 포함한 3중 협력기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력한 정신 

건강과 노령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하여 기타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한 Niagara 카운티 노인들의 수요를 만족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관리 직원과 이동 임상 노인 전문가를 활용하여 

고립된 독거 노인들과 문화적 신념 혹은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사람들을 관리할 

가능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OMH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행된 PIOA 프로그램에 

연결하시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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