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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조지타운 대학교 문화 능력 센터와 1,000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추진 발표

다양성, 공정, 포용, 문화 및 언어 능력 강화를 위한 주정부 투자
3개년 계획에는 계획 수립, 지역사회 참여, 계획 실행, 성과 측정 등이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발달장애인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이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전국 문화 능력 센터(National Center for Cultural Competence, NCCC)와 OPWDD
발달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문화 및 언어 능력(cultural and linguistic competence, CLC)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년에 걸쳐 1,000만 달러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다양성, 공정,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조지타운 대학교와 중요한 파트너십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3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발달장애를 가진 뉴욕 주민과 그 가족,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 것입니다."
Kerri E. Neifeld OPWD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NCCC는
DEI 공간의 선도자로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OPWDD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 평등,
포용, 문화 능력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주는 DEI
및 CLC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NCCC의 지원과 지침에 따라
OPWDD는 직원의 문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NCCC 국장인 Tawara D. Goode 부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NCCC 교직원은 뉴욕 OPWDD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CLC 및 DEI를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행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언어적 배경을 가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해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보여주신 OPWDD에 박수를 보냅니다."

John W. Manni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또는 발달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담당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성, 평등, 문화 포용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과 조지타운 대학교의 파트너십은 OPWDD 내 모범 관행 수립을
지원하고 지적 및 발달 장애를 가진 뉴욕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주정부의 돌봄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Julissa Gutierrez 뉴욕주 선임 다양성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OPWDD 전반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 문화 및 언어 능력 등을 강화하려는 최초의
투자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및 가족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우선시함으로써,
조지타운 대학교의 NCCC 및 OPWDD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와 Neifeld 커미셔너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파트너십에서 많은 것을 배워 우리가 주정부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전반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imberly Hill 뉴욕주 선임 장애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OPWDD와 조지타운 대학교가 협력하여 다양성, 평등, 포용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모든 뉴욕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더욱 포용적인 주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입니다."
파트너십 전반에 걸쳐, OPWDD는 NCCC의 프로그램 및 행정팀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한편, 핵심 가치, 구조, 관행, 행동, 태도
등을 검토하여 OPWDD 지원 서비스의 중추에 CLC 및 DEI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니셔티브의 중점은 크게 두 가지로, OPWDD와 서비스 시스템 전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OPWDD의 5개년 전략 계획 절차 중 시행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소외 지역사회 대상 자원봉사의 결과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가족, 친구, 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 년전부터 기획 단계에서 OPWDD에 DEI 및 CLC 우선 고려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지급되는 연방
자금은 OPWDD에 이러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1회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원격 세션 시행 및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조지타운은 서비스 제공자와 직원, 발달장애인,
가족이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지타운은 OPWDD 직원의 전문성
개발 수요를 평가하고 조직 변화에 중점을 둔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합니다. 조지타운은
또한 OPWDD에 개발 기준, 벤치마크, 기타 시스템 전반에서 DEI 및 CLC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기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해당 결과는 OPWDD 실행 계획(Action
Plan)에 포함될 것입니다.

조지타운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단체인 뉴욕주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NYS
Community of Practice)에 기술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지타운은
또한 조직 내 DEI, 문화 및 언어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자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또한 OPWDD는 DEI 관련 보조금을 OPWDD 서비스 시스템 참여 제공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추진합니다. OPWDD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지타운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시스템 전반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DEI 강화를 추진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NCCC는 전국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스템 및 조직 내부에서 문화
및 언어 능력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CCC는 이러한 증거가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을 비롯해 건강 및 정신 문제 돌봄 서비스, 행정, 교육 등과 관련한
인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OPWDD 및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NCCC 방문
또는 communications.office@opwdd.ny.gov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