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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자폐자폐자폐자폐 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 장애장애장애장애 환자를환자를환자를환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응용행동분석응용행동분석응용행동분석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제공자를제공자를제공자를제공자를 허가하기허가하기허가하기허가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합니다서명합니다서명합니다서명합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법은법은법은법은 개인과개인과개인과개인과 가족들이가족들이가족들이가족들이 우수한우수한우수한우수한 ABA 제공자를제공자를제공자를제공자를 찾는찾는찾는찾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도와도와도와도와 주며주며주며주며, 주가주가주가주가 취약취약취약취약 집단을집단을집단을집단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주요주요주요주요 서서서서비스를비스를비스를비스를 감독하도록감독하도록감독하도록감독하도록 보장합니다보장합니다보장합니다보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ABA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주 허가를 제정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개인과 

가족들이 엄격한 학문적 및 훈련적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ABA 제공자들을 찾는 것을 도와 주면서, 

동시에 취약집단과 밀접하여 함께 일하는 이 제공자들에 대한 주의 규제와 지속적 감독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가장 취약한 집단들 중 하나가 더 잘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Morelle 의회 다수당 대표와 Fuschill상원의원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권장하며, 그에 서명하여 법률로 만들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응용행동분석은 자페증을 가진 개인들에게 혜택이 되는 집중적인, 종종 일대일 치료 방법입니다. 

이 법은 보호 업무 범위를 통해 행동분석가(최소 석사 학위를 가진)를 위한 새로운 주 허가와 

행동분석보조원(최소 4년제 단과대 학위를 가진)을 위한 새로운 주 인증서를 제정합니다.  

 

Dean Skelos상원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들이 자부담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2011년에 통과된 획기적인 보험 개혁 입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더 많은 가족들을 위한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집중하는 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뉴욕은 우리가 

승인한2011년의 법이 원래 의도대로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Joseph Morelle 의회 다수당 대표는 “저는 보험 회사들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치료법에 보험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2년 전에 Cuomo 주지사 및 자페증 주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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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문적인 면허 교부를 만듦으로써, 우리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뉴욕의 수천명 어린이들이 받을 자격이 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을 채택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주지사, 의회의 저의 

동료들, 뉴욕의 수없이 많은 주창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의 이 법에 대한 서명은 뉴욕의 가족들이 자폐증을 가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미있는 양질의 보살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라고 Autism Speak의 주정부 업무 

담당 이사, Judith Ursitti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축하할 수 있게 해준 원인이었던 

사려깊음, 협력, 지도력에 대해 Joseph Morelle 의원, Chuck Fuschillo 상원의원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서, 뉴욕은 자폐증 공동체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전국적인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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