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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의 고령화 기본 계획을 위한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 발표  

  

고령화 위원회를 위한 기본 계획, 고령 친화적인 정책, 지원, 지역사회 기반 시설 및 건강 

서비스에 대한 28명의 전문가 초청  

  

고령화된 뉴욕 시민을 위한 건강하고 포괄적인 공동체 개발 계획을 조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 지식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고령화 기본 계획 위원회(Master Plan for Aging Council)에 

자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 위원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원회는 노인 뉴욕 주민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노후화하면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안내 문서인 뉴욕주 최초의 고령화 기본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에 지명된 28명의 위원들은 고령친화정책, 지원, 건강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고령화 기본 계획 위원회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세대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개발하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나이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공한 

의견은 고령화 기본 계획의 틀을 제공하고, 고령화된 뉴욕 시민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선도적인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들이 계획에 강력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뉴욕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자에는 

의료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비공식 간병인, 노인 특히 지역사회에서 격차를 

경험하는 노인, 건강 보험 회사, 노동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 고용주, 고령화 전문가, 

학술 연구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참여 세션을 통해 각 분야의 동료 

전문가로부터 피드백과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향후 

몇 달 동안 지역 청취 세션에 참여하여 제안된 해결책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달 Hochul 주지사는 고령화협의회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지침 초안을 작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건부 산하 고령화 및 

장기 요양 부커미셔너인 Adam Herbst가 의장을 맡고 노령화 사무국 국장인 Greg 

Olsen가 부의장을 맡으며 관련 주정부 기관 커미셔너와 국장들이 구성원을 맡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이달 초 창립총회에서 이해관계자 위원회 구성의 틀을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Jessica Bacher  Pace Land Use Law Center  

Stephen Berger  Odyssey Partners  

Dr. Jo Ivey Boufford  Robert F.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 NYU  

Dr. Thomas Caprio  Finger Lakes Geriatric Education Center  

Ann Marie Cook  LifeSpan of Greater Rochester  

Sara Czaja, PhD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Weill Cornell Medicine  

Emma DeVito  VillageCare  

Ruth Finkelstein, PhD  Brookdale Center for Healthy Aging  

Dr. Linda Fried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Doris Green  New York State Caregiving & Respite Coalition  

Kathryn Haslanger  Jewish Association Serving the Aging  

Linda James  Former Kinship Caregiver  

Stuart C. Kaplan  Selfhelp Community Services  

Scott LaRue  ArchCare  

Stephanie Lederman  American Federation for Aging Research  

Lora Lee La France  St. Regis Mohawk Office for the Aging  

Raj Mehra  Sage  

George Nicholas  African American Health Equity Task Force  

Allison Nickerson  LiveOn NY  

Karen Nicolson  Center for Elder Law and Justice  

Wade Norwood  Common Ground Health  

Nora Obrien-Suric  Health Foundation for Western and Central New York  

James O'Neal  AARP New York  

Dennis Rivera  Former Chairman of Medicaid Re-Design Team  

Dan Savitt  VNS Health  

Helen Schaub  1199/SEIU  

Timothy Seymour  Herkimer County Dept. of Social Services  

Pat Wang  Healthfirst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executive-order%2Fno-23-establishing-new-york-state-master-plan-aging&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2f7e1372726465817bd08dae42ed74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31870899854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v2QnlBiftgma9GNyuPsyX5ios5o%2BhYngZbJ4eZN9FE%3D&reserved=0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최초로 고령화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광범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 오랜 역사를 구축해 준 Hochul 주지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자문 

위원회의 설립은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서비스를 받는 각 개인의 특정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 진료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의 Greg Olse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 시설에서 정신 건강 지원, 경제 개발, 지역 기반 서비스 및 수십 

개의 다른 상호 관련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 기관 프로그램 및 정책 전반에 걸쳐 고령 

친화적인 정책을 조정하는 리더였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님 덕분에 뉴욕주의 

고령화 기본 계획 프로세스는 이제 전례 없는 수준의 조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이가 

듦에 따라 뉴욕시민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로드맵 전반에 걸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공하며, 노령 친화적인 커뮤니티가 연령에 관계없이 전체 가정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노령화 및 장기 요양 부커미셔너인 Adam Herb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고령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노령화 기본 게획을 통해 노령화 및 장기 요양 사무국은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와 협력하여 나이가 들어가는 뉴욕 시민들의 복지를 옹호하는 

우리를 전친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기본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고령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노동력, 주택, 역사적 불평등, 가족 지원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교차점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2017년 AARP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전국 최초로 고령화 친화적인 

주로 지정된 뉴욕을 보다 고령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뉴욕의 노인들과 그들의 간병인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노령화 

사무국 프로그램에 1억 8,150만 달러와 1억 1,490만 달러를 연방 기금으로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노인 Medicaid 및 Medicare Savings Program의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주 입법부와 협력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뉴욕 시민들은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득 한도가 연방 빈곤 

수준의 138%로 증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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