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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직접 지원 전문 자격 증명을 확대하기 위해 500만 달러 파트너십 발표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와 뉴욕 주립 대학교, 직접 지원 전문가를 위한 마이크로 자격 

증명 제공  

  

파트너십, 기존 직접 지원 인력을 확장하고 발달 장애가 있는 뉴욕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기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이 직접 지원 

전문가가 수료증,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에 대한 국가 인증 및 대학 학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와 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자격 증명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이미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발달 장애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많고 인력 준비가 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적절한 사람들로부터 지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뉴욕의 직접 지원 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화할 것이며이 중요한 

분야에서 경력 발전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의 또 다른 

예입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의 연방 자금 500만 달러를 통해 지원되는 

이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은 이미 해당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과 발달 장애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이 NADSP(National Alliance for Direct Support Professionals)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SUNY 마이크로 자격 증명, 국가 인증 및 인증서,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에 대한 대학 학점이 부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인증을 취득한 적격 학생에게 

750달러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조금 자금에는 수업료, 책, 교재, 학생을 위한 

NADSP 자격 증명 및 교육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파트너십은 코닝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처음 설립된 SUNY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합니다. SUNY는 이와 

같은 연방 기금을 통해 최대 400명의 학생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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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너십은 학생들이 발달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직업을 추구하고 발달 장애 

인력을 더욱 전문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발달 장애인에게 고품질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훈련 및 인증을 받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아직 발달 장애 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등록된 학생에게는 OPWDD 또는 OPWDD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함께 업무 기반 학습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OPWDD 제공자 기관 

및 지원 전문가를 위한 주의 주요 자원 및 지원 시스템인 인력 전환을 위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s for Workforce Transformation)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공자에게 교육,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rri E. 

Neifel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현재의 인력 위기, 특히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용 직접 

지원 직원의 축소 분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을 더 잘 유지하고 직접적인 지원으로 일하고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의존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된 새롭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꾸준한 흐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John B. King, Jr.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는 OPWDD 및 National 

Alliance for Direct Support Professionals와 협력하여 New York State Direct Support 

Professionals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인 학습자는 마이크로 자격 

증명 제품군을 통해 고품질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공을 위한 개인 교습 및 

기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매일 수행하는 

귀중한 작업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에 진입하고 경력을 발전시키며 학업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여 SUNY 캠퍼스에는SUNY Corning, Dutchess Community College, SUNY Empire 

State College, Finger Lakes Community College, Jefferson Community College,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SUNY Morrisville, Niagara County Community 
College, Onondaga Community College, SUNY Schenectady, Tompkins Cortland 

Community College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Y의 마이크로 자격 증명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OPWDD에 문의하십시오.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은 직접 서비스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ochul 지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난 가을, OPWDD는 E-Badge 

Academy를 통해 3가지 수준의 직접 지원 전문가 자격 증명 및 일선 감독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National Alliance와 3년 간 1,000만 달러 파트너십 을 체결했습니다.  

  

Yvette Cla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지원 전문가가 전문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생명선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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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저는 SUNY 스쿨과 올버니 간의 오랜 파트너십 역사에서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장을 목격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상원의원이자 상원 장애 위원회 의장인 John Manni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이 존엄성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직접 지원 전문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과 SUNY가 마이크로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체결한 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수요가 많은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인력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발달 장애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원과 이 중요한 직업에 합류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원의원이자 장애인 위원회 의장인 Rebecca Seawr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지원 전문가 인력에 투자하기 위해 500만 달러의 파트너십을 맺은 Hochul 주지사와 

Neifeld 커미셔너님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인력은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과 그 

가족에 있어 생명선과 다름 없습니다. SUNY 파트너십은 새로운 인재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새로운 세대의 헌신적인 전문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Upstate Cerebral Palsy의 Geno DeCondo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에서 SUNY, 지역 파트너,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및 

OPWDD와 협력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통해 

학위를 향해 구축되는 더 작은 조각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자신감과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위에 대한 국가 인증 및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헌신적인 직원과 이 매우 중요한 직업에 합류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기회입니다."  

  

SUNY Corning Community College 총장 Bill Mullaney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인증은 직접 지원 전문 직업의 고유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지 및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력 경로를 만듭니다. SUNY Corning은 이러한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인적 서비스 학위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있으며, 부교수 겸 학과장인 Eric A. Smith와 

부학장인 Deborah A. Beall의 지원을 받아 전담 교수진은 이미 고등학생과 현직 

근로자를 위한 시행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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