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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1080만명

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이는 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인
구변화는 공공주택, 의료보건, 소셜 
서비스의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초
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변화가 우리 삶에 미
칠 변화를 고려해, 개빈 뉴섬 주지
사는 2019년 행정명령을 통해 노인
인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캘리포니아주
의 노령인구 마스터플랜 (Master 
Plan for Aging)은 노령 인구를 보
호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대폭적인 
인구분포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캘리포니아
주 노인부(CDA)의 수잔 드마로이
스(Susan DeMarois) 국장은 설명
합니다.

마스터플랜 계획은 5가지 목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모든 연령과 계
층을 위한 주택 제공, 의료보건 재
고, 평등과 협의, 효과적인 돌봄 서
비스,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노
년입니다. 특히 이 계획은 “경제적
으로 건전한 노년”이 갈수록 어려
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
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령인구의 
30% 가까이가 빈곤하거나 빈곤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으며, 200만명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노인들은 경
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보내고 있습
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터플랜에 따
르면 더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
정이며, 이들 주택은 “장애인 친화
적 대중교통 네트워크, 모든 연령대
를 위한 야외 커뮤니티 공간, 발달
된 응급상황 및 대비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본래 이 계획은 팬데믹 이전부터 
준비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들을 위한 보다 시급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노령인구 마스터플랜에 대한 명령
서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구
조적, 만성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
다”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
스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
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노인 돌봄 도
우미의 숫자를 늘리고 유급 가족휴
가, 다국어 트레이닝 제공, 원격 돌
봄 선택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
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계획 및 실행에 
3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60세가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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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필요한 총 예산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드마로이스 국장에 따르면 이전
의 노령인구 계획은 의료보건에 집
중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주 
전체 노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반영
해 이들에게 제공될 계획을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드마로이스 국장은 “이번 마스터
플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포괄적
으로 계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계
획이 주지사, 주의회,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
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
다.

여러분이 60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 또는 그런 노인을 돌보는 사
람이라면 이번 노령인구 마스터플
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을 
위해 어떤 서비스와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인부(CDA)는 주 전역의 노인, 장애를 가진 
성인, 가정 돌봄 도우미, 그리고 장기요앙시설 거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1.9

YEARS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수명은 81.9
세로 미국에서 두번째로 장수하는 
주입니다.
       출처: macrotrends.net



QR코드를 스캔해서 여러분 지역 
서비스를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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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있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다목적 시니어 서비스 프로그램(MSSP)를 통해 자택 
또는 커뮤니티에 머물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셜 서
비스와 의료보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MSSP
팀은 또 소규모 집수리, 자택 보조 돌봄 서비스, 교통
편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우미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 도우미 서비스 프로그램은 친족을 집에서 돌보
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자택 임
시 지원, 도우미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어르신들과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는 두가지 서비스
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르신들이 매일 일과를 보내
고 지원을 받으며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어덜트 데이
케어 센터입니다. 두번째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친
근하게 말동무해드리는 프렌드쉽 라인 캘리포니아
(Friendship Line California, 1-888-670-1360)입
니다.

직업 교육
시니어 커뮤니티 서비스 직업 프로그램(SCSEP)는 
일자리가 없는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분야
의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법률 서비스
노인과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특히 소비자 사기, 노인 학대 등을 당한 피해
자를 변호합니다.

보험 상담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HI-
CAP)은 개인과 가족들을 위해 메디케어, 롱텀 케어 
보험, 그밖의 의료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 무료로 카운
슬링을 제공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에 부쳐집니다. 또
한 롱텀 케어 사전 계획도 도와드립니다.

식사 프로그램 
급식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그룹 형태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교류할수 있게 합
니다. 집에 머무는 어르신들에게는 자택 배달 식사 프
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각 지역마다 지역 노인 에이전시를 통해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캘리포니아 어르신 정보 라인 
1-800-510-2020에 전화하여 여러분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
는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서비스



백신 접종은
어르신들을
서로 가까이  

연결해줍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고립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는 문을 닫았고, 위생 문제 때
문에 때문에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게 됐습니
다.

코로나19 시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있어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말그대로 사회생활을 재개할수 있는 수단입니다.

백신은 다른 사람들과 보다 안전하게 만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65세 이상 인구 
85%가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어르
신들은 사회생활을 다시 재개하기를 원하며, 많은 분
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기로 결정합니
다.

길버트 킹 씨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271개 시니
어센터에 다니는 어르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애견 고
저스(Gorgeous)를 사랑하지만, 개와 함께 지내는 생
활과 친구와의 만남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영
을 좋아하며 그룹 액티비티를 통한 체육활동을 좋아
합니다.  

만약 센터로 돌아간다면 어떤 기분이겠냐는 질문에 
그는 “다시 돌아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배
웠으면 좋겠다.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시니어센터 참석자 칠리 탱크오버 씨는 백신
을 접종받으면 다른 회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
식에 기뻐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은 단순히 노령 인구만의 할일
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젊은이들도 코로나19와 
그밖의 백신 접종을 받음으로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교류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의료보험 여부나 이민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무료로 백신과 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
금 홈페이지 www.myturn.ca.gov에 접속하거나 

833-422-4255로 전화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
십시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소외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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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센터)은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저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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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iliy Tankover



“이곳(센터)은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저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배움을 통해 커뮤니티를 찾다
84세의 마타도르 씨는CSUN을 졸업하면서 꿈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많은 어르신들
이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CDC)

에 따르면 노령인구의 거의 절반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 자체가 건강 문제이며, 고혈압, 수면장
애, 우울증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고립감을 해소하
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전역의 단체들은 어르신과 도우
미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덜트 데이 센터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또한 평생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주내 대면교육

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위해 외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집에

서 나서기 어려운 어르신은 프렌드쉽 라인 캘리포니아
(Friendship Life California 1-888-670-1360)에 
전화하시면 친근한 말동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
다. 패밀리 도우미 서비스는 집에서 친척들을 돌보는 
도우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
포니아주 노인지역 에이전시가 관장하는 이 서비스는 
일시적 위탁 의뢰, 임시 자택 또는 외출 지원, 그리고 
도우미를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1-800-510-2020
로 전화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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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삶의 난관을 넘어 CSUN을 통해 내 꿈
을 이룰수 있었습니다. 저는 84세에 학교를 졸

업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있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저는 인생을 보내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1954년 고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
다. 그 이후로 저는 정규교욱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
는 미 해군에 입대해 8년을 보냈고, 거기서 검정고시
(GED)를 쳤습니다. 제대 후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
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판정을 받았
습니다.

저는 40살이 되고 나서야 심리학 취득이 내 평생의 
꿈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 상태를 알아보려
고 공부하다보니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
는 그밖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저는 배우로서 성공해서 영화와 광고 등에 출연했습니
다. 그런 후에 80대가 되자 저는 CSUN의 문을 두드리
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라던 학위를 취득하기 위
해 학교에 왔고, 마침내 그 뜻을 이뤘습니다. 나이들어 

공부하다보니 예전보다 공부가 어렵다는 사실은 부인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을 통과했고, 
CSUN에서 저를 받아준 동료 학생들과 우정을 쌓았습
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
은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꿈을 이뤘지만 여기서 
멈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
다. 저는 CSUN에서 보낸 시간
에 감사하며,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 절대 늦은 나이가 없
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
다. 지금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대학 학위를 따지 못해 안타까
워하는 학생과 참전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동료 CSUN
학생들도 저처럼 꿈을 이루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학
이 제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연이 
소중합니다.

CDA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읽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이야
기를 알리고 싶으신 분은 아래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노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
니다. 매년 20만건 이상의 노인 또는 간병이 필요

한 성인들의 학대 사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사건이 당국에 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 블랑카 카스트로 
씨는 노인학대 적발 및 사랑하는 이를 돕는 방법에 대
해 소개합니다. 노인학대의 사례로는 자기 방치, 타인에 
따른 방치, 육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신적 학대, 재정적 
남용, 버림받음 등이 있습니다.

카스트로 씨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학대 피해
자인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감
을 활용하라”며 “방을 둘러보고 냄새를 맡아 보라. 평소 
행동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가. 무슨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전 신호가 있게 마련이
다”라고 조언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노인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가족들이 권해야 한다고 카스트로 씨는 말합니
다. 그는 “[장기요양 시설이] 문제가 없는지, 노인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노인들이 스스로 안전할 권리를 이해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입주민 보호방법: 여러분의 권리를 알자
주 전역의 장기요양시설 입주민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민과 가족들은 자기자신과 사랑하는 이
를 지키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학대의 일곱가지 조짐

자기 방치 육체적 
학대

타인에 의한 
방치

여러분의 권리를 알자

3  요양 서비스 변경 내용을 알 권리 

3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권리 

3  방문 객을 만날 권리

가장 흔한 학대는 성적, 정신적,  
육체적 학대입니다.

“오감을 활용하라. 방을 둘러보고 냄새를 
맡아 보라. 평소 행동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가. 

무슨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전 신호가 
있게 마련이다.”

경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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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그리고 방치

-블랑카 카스트로
캘리포니아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홈페이지 
(www.cdph.ca.gov)에 장기요앙시설 입주자

들과 가족들의 권리장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입주자들은 요양 서비스 변경 내용을 알 권

리,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권리, 방문객을 만
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권리를 찾는가
요양시설 입주자들과 가족들은 옴부즈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가 스스로 말할수 없다면,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
를 대신해 권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피해자가 됐
다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다음 홈페이지에서 
유용한 자료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소샬 서비스국 
(www.cdss. ca.gov), 보건국 (www.cdph.ca.gov), 
노인부 (www.aging.ca.gov).

성적 
학대

재정적 
남용

정신적 
학대 버림받음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1-800-231-4024로  
전화해, 롱텀 케어 옴부즈맨 크라이시스 라인 
(Long Term Care Ombudsman CRISISline)로 연결
해달라고 말하십시오. 

•  자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1-833-401-0832로 전화해, 성
인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로 연결해달
라고 말하십시오. 

자원봉사 기회
지역 롱텀 케어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
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stateomb@aging.ca.gov로 연락주
십시오.

학대 및 방치로부터 노인들을 지키는 법

3  평소와는 다른 경제적 씀씀이. 

3  새로운 “친구” 또는 헬퍼

3  이동 또는 노쇠의 문제 

3  인지능력 저하 또는 경제적 감각 상실

ID 도용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사기 

크레딧 뷰로, 
정보 공급자, 
유저 신고자 

온라인 쇼핑 & 부정적인 
리뷰 

은행 및 대출업자

25%
16%

11%

7%

4%

어떤 유형의 사기가 있는가?
가장 흔한 사기유형 5가지

노인을 재정적으로 
학대하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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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또는 식사 2-1-1 로 전화하거나 홈페이
지  www.211ca.org 로 접속해 지역 식료품 보조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어르신 돌봄 서비스:  call California Aging & 
Adult Information Line at 1-800-510-2020 
어르신 돌봄 서비스: 캘리포니아 노인&성인 정보  
라인1-800-510-2020으로 전화하십시오

약품 또는 의료 지원 필요시  본인 보험사 또
는 주치의에게 전화하십시오. 비상시에는 911로  
전화하십시오.

메디케어 관련 정보 1-800-434-0222로 전화
해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커뮤니티 커넥션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CA 프렌드쉽 라인1-888-670-1360 으로 전화하면 
24시간/7일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학대 및 방치를 막는 방법: 
•  장기요양시설 거주민이라면 1-800-231-4024로 

전화해 롱텀 케어 옴부즈맨 크라이시스 라인과 통
화하십시오.

•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1-833-401-0832로  
전화해 성인보호서비스와 통화하십시오.

사기 방지 1-877-908- 3360로 전화해 AARP의 
사기감시 네트워크 헬프라인과 통화하십시오.

알츠하이머 또는 기타 치매 관련 지원  
1-800-272-3900로 전화해 알츠하이머 연합(the 
Alzheimer’s Association®)24/7 헬프 라인과 통화
하십시오.

코로나19 관련 전반적 정보  
1-833-422-4255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www.covid19.ca.gov를 방문하십시오.

유용한 연락처들
여러분 또는 주변사람이 알아둬야 할 곳

자세한 정보는 myturn.ca.gov 또는 833-422-4255 로 전화하십시오.

최신백신을맞읍시다

항상최신상태를유지합시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킵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지킵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