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DA (Community Inclusion and Development Alliance)는 타운홀 행사참가등록 기간 동안 참가신청자들로부터 100 개 

이상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주제별로 그룹화되었으며 OPWDD 관련 다음 5 개의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뉴욕주 

발달장애국 (OPWDD)의 가정 및 커뮤니티 생활 프로그램 아웃리치 전문가 Timothy Elliot 를 통해 OPWDD 에 

제출하였습니다.  뉴욕주 발달장애국의 명령에 따라 Elliott 씨는 회의 중에 두 가지 질문 (언어 액세스 및 주거)에만 답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답변을 찾을 수있는 연락처를 공유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 언어지원   

Q: 뉴욕주 발달장애국 OPWDD 의 언어지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2. 주거  

Q:  OPWDD 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주택증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가족에게 가장 유용하거나 실용적인 옵션은 무엇입니까? 

Q:  OPWDD 가 지역 사회 구성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개발한 지역사회 삶의 옵션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커뮤니티 협동 조합 또는 더 많은 Family Care 제공자를 형제 자매 

또는 가족 구성원 등으로 확장하는 등). 

 

3.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성인으로의 삶을 위한 전환기 지원   

Q: 발달장애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전환기 지원을 위해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개선 할 계획이 

있습니까? 

 

4. Self-direction 셀프디렉션 

Q:   뉴욕시 메트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Financial Intermediaries (FI)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FI 를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Q:  CCO 와 FI 가 브로커에게 많은 책임을 넘기는 상황에서 가족은 브로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누구에게 연락 할 수 있습니까? 

 

5. Care Coordination Organization (CCO) 에 대한 질적관리   

Q: OPWDD 는 CCO 의 서비스 품질 개선의 계획이 있습니까? 개인 및 가족이 CCO 및 기타 OPWDD 제공 업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6.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중 지역기반 서비스에 대한 준비   

Q: 다가오는 가을과 내년에 COVID-19 를 다루는 주요 내용과 중요한 발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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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지원 Language Access  

• OPWDD 에는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o 행정 명령 번호 26 

• 8 월부터 15 OPWDD 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화 서비스 공급 업체 인 

Language Associate Services 를 사용할 것입니다. 

• 발달장애 당사자 및 가족은 1-866-946-9733 로 전화하여 무료 언어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 Housing  

 

• OPWDD 는 Block Institute.와 제휴하여 통합 지원 주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단계는 올해 초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가을에 추가로 67 개의 1 베드룸 및 스튜디오 

아파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 개인 및 가족은 housing@blockinstitute.org 로 연락하거나 718-333-0980 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다른 100 개의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 OPWDD 는 또한 학부모 그룹이 함께 모여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호할수 있는  안전한 

주택제공 솔루션이나 주택 아이디어의 제시를 환영합니다. 

3.  성인으로의 전환기 준비 Transition  

 

• 지역학교들은 항상 OPWDD 에 연락하는 것을 권장하며, 발달장애국 관계자는 학교를 방문하여 

전환기 준비와 지역생활 및 주택 옵션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공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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