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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장애아동을 돌보는 학교에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투자
증액 발표

유아 및 취학 연령의 특수 교육 제공자에 대한 자금 지원, 15% 증가
주지사, 장애를 가진 학생, 가족, 사회 복지 사업자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주요
입법안에도 서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2023년 집행 예산에 장애아동을 위한 승인된
사립학교에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투자 증액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장애학생과 그 가족,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원과 지원을 늘리기 위한 법률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이 역사적인 투자는 제가 법률로 서명하는 4개의 법안과 함께 뉴욕의 모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가족, 학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 임기 동안, 저는
장애인 공동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장애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1-2022 학년 등록금에 대해 승인된 4%의 생계비 조정 이후, 뉴욕주 예산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the Budget)은 2022-2023 학년 등록금에 대해 11%의 추가
생계비 조정을 승인할 예정인데 이는 2년 동안 1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23년 생계비 조정으로 인해 유치원 및 학령기 특수 교육 제공자의 연간 지원금이 2억
4,000만 달러 이상까지 늘어나게 되며, 주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비용의 약 60%를
학군과 카운티에 지급하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2911/A.1953)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문 위원회(Autism Spectrum Disorders
Advisory Board)가 자폐증 감지, 교육 및 매핑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S.6682/A.7614)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처리 불만사항을 처리할
공정심의관을 임명합니다. 법안(S.1662-B/A.3523-A)은 뉴욕의 행동 분석가 면허를

다른 주들과 일관되게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안(S.5560-A/A.5339)은
장애가 있는 유아들을 위한 조기 개입 교육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안(S.2911/A.1953)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문 위원회(Autism Spectrum Disorders
Advisory Board)가 자폐 감지, 교육 및 매핑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린이들의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요인들을 평가하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자폐증으로 진단된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교육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Kevin S.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싸움에서 절반의 승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주에서 자폐증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핑
보고서 제작 법안은 이러한 기류를 역전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문 위원회(Autism Spectrum Disorders Advisory Board)가 자폐 감지,
교육, 매핑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어린이들의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요인들을
평가하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자폐증으로 진단된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교육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자폐증은 1996년 이래
진단되어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폐증의 원인에 대해 발생 가능한
요인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자폐증 사례의 수를 매핑하고 추적합니다. 이 법안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문 위원회(Autism Spectrum Disorders Advisory Board)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가 자폐 감지, 교육, 매핑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자폐증 유병률을 파악하고 보편적 검진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조기
검진, 중재, 치료로 의사와 교육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지지자들과 가족분들, 파트너십을
위해 힘써 주신 Parker 상원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전역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법안(S.6682/A.7614)은 부모가 불만을 제기한 지 196일 이내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
특수교육 절차 불만 사항을 다룰 공정심의관(IHO)을 즉시 임명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 교육 학생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법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많은
사례들은 클레임을 경청하는 IHO의 임명 없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수천 건의 사례가 밀려 있습니다. 뉴욕시와 주 교육부(Stated Education
Department)는 최근 이러한 사례를 경청하는 더 많은 IHO를 고용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법안은 부모와 학생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보장할
것입니다.

John C. Liu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관료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한 가족들을 두고 있는 수천 명의
특수 학교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수년 동안 입법
지도자들과 합의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겨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법안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뉴욕시
교육부의 손에 의해 너무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진 아이들의 교육을 진정으로
향상시켜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Michael Benedet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님께서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장애인 학생이나 그 가족이
공정심의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뉴욕시 교육부는 가속화된 구호 질서를 모색하기로 한 부모들을 위해
IHO에 의해 명령이 내려지는 축약된 기간을 상세히 기술하는 규정을 공포할 것입니다."
법안(S.1662-B/A.3523-A)은 뉴욕의 행동 분석가 면허를 다른 주들과 일관되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행동 분석가들이 자폐증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에 나열된 행동 건강 상태의 치료를 허용하는 제약 조건을 없앱니다.
James Skoufi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주에서는 응용 행동
분석가들이 자신의 기술을 폭넓게 연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뉴욕은 오랫동안
이러한 전문가들을 속여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이 이 영향력 있는 치료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정신 건강 진단이나 발달 진단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Peoples-Stokes 다수당 대표, Mannion 상원의원 등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많은 ABA, 가족,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법안을 지지하고 장애 아동을 위해 헌신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뉴욕주의
응용 행동 분석(ABA) 관행을 갱신할 때라는 것을 인식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행동 분석가의 직업 발전에 기여하고 미국의 다른 주들과
일관디게 행동 분석가에게 면허를 부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곧 ABA의 입증된 치료상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은
뉴욕의 심각한 자격 있는 행동 분석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BA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중요한 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법안(S.5560-A/A.5339)은 장애가 있는 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치단체에 기금을 분배하는 체계를 합리화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초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Elijah Reichlin-Melnick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아이들,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납세자에게 승리인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조기 개입 "보장 수명 평가(covered
lives assessment)"를 만들고 보험 회사에 EI 서비스에 대한 계좌에 미리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과 유아들이 가능한 한 빨리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법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뉴욕 납세자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Amy R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필요할 때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큰 진전입니다. 이 법안은 상업적인 건강 보험사들이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공정한
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정부 및 지방세액을 책임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린이와
가정에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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