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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
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
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들어가며
미국의 한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7%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살기(aging-in-place)를 바란다고 답했다(Binette, 2021). 이는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며 노후를 보내는 것이 노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맺어 온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Wiles et al., 2012). 이를 반영하듯 미국 노인인구의 96% 이상이 지
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oberts et al., 2018). 하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
인지적 변화는 종종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2010년에 발표된 리
포트에 의하면 2004년,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의 약 3분의 1은 지역사회를 떠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Redfoot, Houser, &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2010).
이에 고령 친화 도시, 즉 나이와 장애에 관계 없이,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
게도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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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여덟 가지 영역에 걸쳐

(그림 1 - 외부 환경과 시설, 교통, 거주 환경,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의

사소통 및 정보, 여가 및 사회활동, 지역사회 돌봄 및 건강 지원)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미국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노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교통 지원 프로그램, 노
인 및 가족 요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령 친화 도시의 8대 영역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미국의 고령 친화 지역사회 정책
가.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집은 단연코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Spalt et al., 2016). 따라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에도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주거 환경
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 기초일 것이다. 이에 미국의 연방정부는 주택 개
보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농무부의(USDA:

U.S. Department of

그림 1. WHO의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 라인 8대 영역

자료: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p. 9 [그림 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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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Section 504 Home Repair Program)으로 집수리를 위한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노인의 경우, 62세 이상이며 주택 개보수를 위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자에게 최대 1만 달
러(약 1,394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22). 만
약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1만 달러(약 1,394만 원)에 대출금 4
만 달러(약 5,576만 원)를 합쳐 최대 5만 달러(약 6,97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도 화장실 미끄럼 방지,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집 안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바·손잡이, 보조의자, 높이가 높은 변
기, 이동 보조 기구, 가정용 리프트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안전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이 프로그
램을 위해 매년 3천만 달러(약 418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30여 개 프로젝트를 지
원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50%는 시골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책정된 예산은 개
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나 주정부, 지방정부, 공공임대주택기관 등에 주어지며, 이들을 통해 집
행된다.
에너지부(DOE: U.S. Department of Energy)의 주택 에너지 지원 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과 보
건복지부(DHH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저소득층 대상 주택 에너지 지원 사업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

로,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주거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지
만, 환기 시스템, 바닥, 벽, 배수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 보건·안전과 관련된 주거 환경의 전반
적은 개선도 지원하며,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박소정, 강은나(2021) 참고).

나. 교통 지원 프로그램
노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마트, 여가활동, 가족·친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또는 사회
적 지지망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동성·이동성은 노인의 자율성과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
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력과 인지 기능 감퇴 등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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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응 속도 저하는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에 고령자들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는 대중교통이 드문 시골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특히 치명적이기에 연
방정부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교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미국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OAA])으로 1965년,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최초의 정책이다.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여 OAA는 노인의 보호시설 입소와 사회
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정부나 지역사회 내 기관들
을 통해 영양 프로그램, 재가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 노인 권리 보장 프
로그램, 요양인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2022). 교통 지원 프로그램도(Title III-B Transportation) OAA에서 지원하는 프

로그램 중 하나로 노인들을 위한 교통 지원 프로그램 중 약 47.9%가 OAA로부터 지원을 받
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National Center on Senior Transportation, 2010).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비영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OAA의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이 집행하는데, 예산은 각 주

의 노인과 장애인인구에 근거하여 배분된다. 시골(인구 5만 명 미만)이나 작은 도심 지역(인
구 5만~20만 명)에서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예산이 주어지고, 인구 20만 명 이상
의 큰 도심 지역에서는 주지사가 수령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민간 비영리기관이나
주정부기관 또는 대중교통 운행사에 할당된 예산이 주어진다. 이 예산은 버스나 밴 등 교통수
단의 유지·보수, 휠체어 관련 장비(예: 휠체어 리프트, 램프, 고정 장비) 구매, 환승 관련 정보
시스템 도입(예: 대중교통 운행 시간표), 교통 서비스 계약 등을 위해 쓰여 왔으며, 드물게는
운전 봉사자 프로그램, 대중교통 이용 편의 시설 완비, 교통비 인상 제한, 교통수단 또는 프로
그램 구매 등을 위해서도 쓰인다(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n.d.). OAA의 교통 지원
프로그램 외에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도 교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
한다.

다.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신체·인지적 기능은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거
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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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지역사회 내 거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한다. 보편적인 노인 의료보험제
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나, 한시적으로 제한적
인 서비스만(예: 재가 방문 의료 서비스)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
디케이드의 경우 요양원 비용은 필수로 지원이 되는 반면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지
원하지 않는 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34개 주에서만 메디케이드를 통해 개인
미용 및 위생 관리 서비스(예: 목욕, 옷 입기, 식사, 이동, 화장실 사용)가 제공되었다(Hado
& Flinn, 2021). 또한, 메디케이드를 통해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경
미한 수준의 장애나 병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에
대한 의존성을 급하게 낮춰야 했던 2021년에는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127억 달러(약 17조 7,03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여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서비스의 수용력을 늘리며,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재
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대기자와 가족 요양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듯 OAA 역시 식사 배달, 교통 지원,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예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3
년 의회는 3억 4,772만 4,000달러(약 4,847억 2,725만 6,000 원)를 OAA의 재가 및 지역사
회 기반 서비스를 위해 책정하였고, 이는 2,420만 번의 교통수단 서비스와 3억 시간의 개인
미용/위생 및 가사 서비스, 8백만 시간의 주간보호 서비스, 4백만 시간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Administration on Aging and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2017). 또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이에 97%의 OAA 교통 서비스 이용자와 95%의 OAA 가족 요양인 지지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이 이용한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재향군인을 위한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도 있다. 이는 재향군인 주간보호 서
비스 등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사 지원 서비스 등 비재향군인 출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보통 장애 보상금이나 다른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다.
2020년, 재향군인회는 37만 명의 65세 이상 재향군인에게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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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4조 1,820억 원)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라. 가족 요양인 지지 프로그램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아픈 노인을 돌보는 주 요양자는 가족이다. 하지만 배우자
나 자녀가 돌보는 경우, 본인의 건강이나 가정 또는 직장 문제로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이에 최근에는 가족 요양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OAA도 가족 요양인의 돌
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수립된 OAA의 가족 요양인 지
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은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요양인의 서
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2021). 이 프로그램은 가족 및 비전문 요양인을 보조하여 노인 또

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그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생업을 유지하도
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 요양인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노
인이나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돌보는 18세 이상의 가족 요양인이거나 55세 이상의 친척이
어야 한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은 각 주의 70세 이상 인구수에 따라 책정되며, 고령화
관련 행정부(Administration on Aging)가 주정부에 예산을 분배한다. 주정부는 지역 내 기관 및 서비
스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가족 요양인에게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연결시켜
주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상담이나 자조모임, 요양자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요양인을 지지한다. 이 외에도 가족 돌봄을 위한 주택 개보수나 보조 기기 마련을 위한
현금·현물을 제공하는 긴급 지원 서비스와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방문 요양 서비스 등의 임시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서 언급된 교통 지원 서비스 또한 사용할 수 있다. 가족 요양인 지
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미국 원주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기관이나 혁신적인 돌봄 프로그
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한 훈련, 기술적 보조, 연구 등에 쓰이기도 한다.

마. 사회 참여 및 교류 독려
나이가 듦에 따라 사회관계가 축소되고, 이는 종종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정부는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주의 고령화 관련 지역 기관(Area Agencies on Aging)은 전화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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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의 새러소타 카운티(Sarasota County Government)는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의 봉사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
부는 노인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50달러(약 6만 9,700 원)의
인터넷 요금을 지급하여 온라인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인터넷을 통한 가족·친구와의 교류, 가
상 수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들은 컴퓨터나 태블릿을 구매할
때 프로그램 참여 구매처에 한해 최대 100달러(약 13만 9,400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플
로리다 주정부 역시 대학교, 노인복지센터 등 비영리기관들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바. 건강 증진 프로그램
건강은 성공적 노화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주정부들은 그들의 환경에 맞추어 노
인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보건부는 공원의 외부 시설과 보행로를 늘리는 동시에 공원 스태프들을 훈련시켜 노인
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 교통부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확장하
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플로리다주의 새러소타 역시 2,000마일의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여 운동하기에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나가며
이 글에서는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의 경
우,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유·제공하고 있어 지원 가능한 선택지를 늘리
고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통이나 가족 요양인 지지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의 인구
구성에 근거하여 예산을 책정 및 배분하고, 주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을 통
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였다. OAA와 재향군인회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의료보험제도는 여전히 재가 및 지
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 기반의 서비스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어,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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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실제로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
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보험제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개발 및
제공 또한 필수적이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 관련 정책은 주정부에서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고령 친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수립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다방면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동·서부의 큰 도시들에 국한되어 있어 정작 인프라가 부족한 중부 지역, 특히 교
통, 의료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홀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화와 환경의 영향에 더 취약한 노인이 밀집되
어 있는 지역에서의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확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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