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 

CSI)와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NSTITUTE FOR BASIC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IBR)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패널 임명  

  

2017년 가을에 소집할 패널, 2018년에 권장 사항 및 조사 결과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에서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및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SI)로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nstitute for Basic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행정적 관리 감독 기능을 전환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와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블루 리본 패널(Blue-Ribbon Panel)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패널은 발달 장애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는 뉴욕 

최초의 유일한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성공과 우수성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지난 약 50년 동안,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는 발달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패널은 발달 장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하기 위해, 학계의 개인 연구자들과 뉴욕 전 지역의 관련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스태튼 아일랜드의 자산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해 보다 강하고 

건강한 뉴욕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 상황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구 중에는 자폐증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자폐증 

연구에 관한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의 통합 접근 방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하고 개입에 반응하는 유전자 및 대사 경로를 대상으로 삼아서,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는 자폐증 예방 및 치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는 또한 개인 및 그 가족들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 장애에 

관한 공공 교육과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발견과 획기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기관과 마찬가지로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경우 연방 지원금과 기타 보조금 재원이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해 

왔습니다. 중독 연구소(Research Institute on Addictions)와 네이선 에스 클라인 

연구소(Nathan S. Kline Institute) 및 뉴욕 정신 의학 연구소(New York Psychiatric 

Institute) 등과 같은 기타 뉴욕주 연구 기관들은 칼리지 및 종합 대학교들과 적극적으로 

유익한 제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에 인접하여 위치한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는 

기타 학습 과정 중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신경 과학 및 

발달 장애(Neuroscience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임상 정신 건강 상담(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ing) 등에 대한 대학원 수준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사무국(OPWDD)의 Kerry A. Delane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와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가 가능한 제휴를 모색하는 일은 공동의 위치에서 함께 집중하여 공유하는 

연구 범위와 공동 연구 기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는 발달 장애와 그에 대한 원인, 치료, 예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소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지적/발달 

장애(Intellectual/Developmental Disabilities, I/DD)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광범위하게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들 저명한 

기관 각각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휴 관계를 

디자인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의 학장인 William J. Fritz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는 

자치구의 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기초 연구소(Institute for Basic Research)와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의 블루 리본 패널(Blue 

Ribbon Panel)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경 과학(생물학, 화학, 물리 치료, 

심리학) 분야의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및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SI) 

교수진의 과학자들과 직원들 간에는 공동 출판물 및 연방정부 보조금, 공동 연구,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감독 등을 비롯하여 오래 지속해 온 관계가 있습니다. 윌로우브룩 

유산의 관리인으로서,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달 장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첨단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맞이한 것을 환영합니다.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SI)는 이 계획을 확고히 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Delaney 

커미셔너 대행 및 전체 위원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rew Lanz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블루 

리본 패널(Blue Ribbon Panel)에 임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 

연구소(Institute for Basic Research)와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 간의 통합의 모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는 자폐증 

및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발달 장애의 원인을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유형의 연구 기관 중 한 곳입니다.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태튼 아일랜드에게 매우 중요하며 그 연구 혜택이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스태튼 아일랜드 기관 두 곳이 서로 힘을 합칠 경우, 장애가 

있는 어린이 및 성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이들이 거절했을 때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와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SI)의 통합에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통합을 통해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는 수십 년 동안 확고한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이며 일류 연구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주지사님, 

Mike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님,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SI)의 학장인 William 

Fritz 박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ichael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통합은 윌로우브룩의 

역사를 기초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인 

연구소의 사명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을 지원받고 능력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블루 리본 패널(Blue-Ribbon Panel)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뛰어난 두 조직이 서로에게 유익해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패널의 회원 23명은 다음 분야의 리더들로 구성되었습니다. (i)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분야, (ii) 연구, (iii) 노동 관련 분야, (iv)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및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를 포함한 학계, (v) 뉴욕주 의회의 지역 의원들을 

포함한 주정부. 목록에 기재된 회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rry A. Delaney, 커미셔너 대행,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NYS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YS OPWDD), 패널의 공동 

의장  

• William J. Fritz 박사, 학장,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 패널의 공동 의장  

• Michael J.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 뉴욕주 하원 63 선거구(63rd 

Assembly District)  

• Andrew J. Lanza, 뉴욕주 상원의원, 뉴욕주 상원 24 선거구(24th Senate 

District)  



 

 

• Ken Iwama, 부학장, 경제 개발, 지속 연구, 정부 관계(Economic 

Development, Continuing Studies and Government Relations),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  

• Dan McCloskey, 박사, 심리학과 부교수,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  

• Maria Mitchell, 수석 부학장, 생명 과학,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 Joseph J. Maturi, 디렉터 대행,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nstitute for Basic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Christine D. Cea, 부위원장, 스태튼 아일랜드 발달 장애 위원회(Staten 

Isl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 이사, 뉴욕주 이사회(NYS 

Board of Regents), 연구원,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 Karen B. Amble, 인가받은 마스터 사회 복지사(Licensed Master Social 

Worker, LMSW), 디렉터, Clinical Services, 조지 에이 저비스 

클리닉(George A. Jervis Clinic),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 Milen T. Velinov, 의학 박사, 박사, 디렉터, 조지 에이 저비스 

클리닉(George A. Jervis Clinic); 분자 세포 유전학 실험실(Molecular 

Cytogenetics Laboratory) 책임자, 인간 유전부(Department of Human 

Genetics), 특수 임상 실험실(Specialty Clinical Laboratories) 책임자,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 Jeffrey Goodman, 박사, 전기 생리학 실험실(Electrophysiology 

Laboratory) 책임자, 발달 신경 생물학부(Department of Developmental 

Neurobiology),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 Anne Gordon, 교육 과학 석사, 조기 개입 평가 센터(Early Intervention 

Evaluation Center) 책임자, 유아 발달부(Department of Infant 

Development),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 Michael Volforte, 디렉터, 주지사의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  

• Louis Raffaele, 수석 예산 심사관, 뉴욕주 예산처(New York State Division 

of Budget)  

• Charles Roland, 정신과 사회 복지사,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 센터(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 공무원 연맹(Public Employees Federation) 

대표  

• Kathleen Nowak, 장애인 부모  

• Hal Kennedy, 장애인 부모 및 회원, 정신 위생 연구 재단(Research 

Foundation for Mental Hygiene)  

• Edward Nunes, 의학 박사, 정신과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메디컬 

센터(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뉴욕주 정신의학 연구소(NYS 

Psychiatric Institute)  

• Donald Goff, 의학 박사, 디렉터, 네이선 클라인 연구소(Nathan Kline 

Institute), 소장, 정신의학과(Psychiatry), 컬럼비아 대학교 내과 의사 및 



 

 

외과 의사 단과대학(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 

Surgeons)  

• Jeffrey Lieberman, 의학 박사, 디렉터, 뉴욕주 정신의학 연구소(NYS 

Psychiatric Institute)  

• Vita C. Rabinowitz, 집행 부총장,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 Jill O'Donnell-Tormey, 박사, 이사, 이사회(Board of Trustees),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최고 경영자 & 디렉터, 과학 

연구부(Scientific Affairs),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Institute)  

  

이 패널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와의 가능한 제휴를 통해 달성되고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와 상호 이익을 확인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패널은 2017년 

가을에 소집될 예정이며, 발달 장애인 사무국(OPWDD)의 Kerry A. Delaney 커미셔너 

대행과 칼리지 어브 스태튼 아일랜드(College of Staten Island)의 학장인 William J. Fritz 

박사가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이 패널은 2018년에 권고 사항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 소개  

뉴욕주 의회가 설립한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nstitute for Basic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1968년에 개설되었으며,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산하의 연구 기관입니다.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의 36 개 실험실 연구팀들은 자폐증, 취약 X 증후군, 다운 

증후군 등을 비롯한 발달 장애의 원인, 치료, 예방에 대한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조산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달 장애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0년 이후, 발달 장애 기초 연구소(IBR)의 조지 에이 저비스 클리닉(George A. Jervis 

Clinic)은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진단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클리닉의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 복지사들로 

이루어진 통합 팀은 1차 진료 의사가 진단 또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치료 계획을 

분석하고 확립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발달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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