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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이하 CIDA)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 정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안내서는 뉴욕에 거주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청소년/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에 포함 된 

정보는 가족이 장애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하고 성인기 초기에 신청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IDA 의 주요 임무는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성인으로 삶으로 전환 할 때 교육, 고용 및 독립적 인 지역 사회 생활과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후 목표로 향해 순조롭게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IDA 가 이 안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IDA 는 장애가 있는 개인들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501(c)3 비영리 기관입니다.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38-50 Bell Blvd. Suite A2, 

Bayside, NY 11361 

Phone: (718) 224-8197 

E-Mail: cida@cidainfo.com 

Web: www.cidainfo.com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 서비스 안내집: 

 

이 안내서는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al Alliance(CIDA)에서 발행되었으며 본 출판물에  

관련한 모든 권리를 소유함. 

All Rights Reserved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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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뉴욕주 장애서비스 안내집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참고서  

 서론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의 전환은 많은 장애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요구되는 특별한 인지 및 사회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발달장애인들이 위한 복잡하고도 다양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절차를 거쳐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야 

하는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자녀의 비전, 장점, 선호도 및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9 가지 핵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족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위와 같은 핵심영역을 기반으로 To Do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방법 

 성인의 삶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 옵션 

 취업 

 OPWDD 서비스 과정 

 건강 보험 

 재정 안전망 

 주거 

 교통수단 

 기타 중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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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요 법률  

 장애인 교육법 (IDEA) 

장애인 교육법 (IDEA)은 미국 전역의 장애가 인정된 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IDEA 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점을 강조하고, IEP 를 가진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환기계획이 

늦어도 16 세(뉴욕의 경우 15 세)까지는 시작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환기계획이란,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으로 전환하는데 요구되는 사항과 개인의 장점 및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교육법 규정(IDEA 34 CFR§300)는 전환기에 

관련하여 특별히 여섯분야의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EP 상에 전환기 목표를 

언제 시작할지, IEP 팀 구성, 성인으로서의 권리이전, 고등학교 프로그램 종료 요건과 같은 중요한 

전환기 주제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교육법(IDEA)은 자녀가 16 세가 되는 시점에 시작하는 IEP 미팅에서, 전환 계획목표를 개발 

명시하토록 하고 있으며.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6 세가 되기 이전에도 가능함), 매년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해당학생의 능력과 연령에 적절한 전환기 훈련, 교육, 취업, 또한 (해당되는 경우) 독립적인 삶의 

기술를 포함한 측정가능하며 적절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 목표들. 

(2) 해당 학생이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환기 관련서비스 (학교학습 포함). 

 미국 장애인법(ADA) 

미국장애인 법 (ADA)은 1990 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ADA 는 직장, 학교, 교통수단 등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공적 혹은 사적인 장소, 또한 공공 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ADA 는 미국의 모든 개인이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가, 연령 및 종교를 막론하여 

시민권 보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즉, 장애인들의 

공공시설, 고용, 교통,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서비스, 통신 서비스에 대해 일반대중과 동등한 접근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2008 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ADAAA)이 서명되었고, 2009 년 1 월 1 일에 법으로 발효되었습니다. 

ADAAA 는 "장애"의 정의에 관련한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ADAAA 상의 장애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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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은 Title I (15 명 이상의 직원이있는 고용주의 고용 관행,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고용기관, 

노동조합, 공동노동조합 위원회등); Title II (주정부 및 지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 및 Title III 

(민간소유 공공장소)에 모두 적용되며,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ADA National Network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 ADA National Network 를 클릭하세요 

 재활법 섹션 504 

섹션 504 는 장애로 인한 교육, 재활훈련, 고용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1973 년에 제정된 재활법의 

일부입니다. 섹션 504 는 비장애 학생의 요구가 충족되는 것만큼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이나 

재활훈련에 참여할때 발생하는 특별한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도록,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섹션 504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섹션 706(8)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적격성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거부 될 수 

없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에 있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29 USC §794 (a), 34 C.F.R. §104.4 (a)].  

 2000 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2000: Dd 

Act)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과 가족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법률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과 그의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과 통합에 필요한 모든 

측면의 서비스를 개별화하고, 장애인이 자기결정기술을 향상할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 독립성과 

생산성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장전은 또한, 발달장애 네트워크로 불려지는 각 주 및 지역의 UCEDD, 

DD 위원회 및 PADD 라고 하는 세가지 중 한가지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발달장애 계획위원회(DDPC) (The New York State Developmental Disabilities Planning Council 

(DDPC)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DD 위원회입니다. DDPC 는 100 %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지만, Andrew 

M. Cuomo 뉴욕주지사의 지휘하에 뉴욕주 정부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됩니다. 

DDPC 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타기관에 그랜트 수여를 통해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DDPC 는 자기결정, 지역사회 통합 및 발달장애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용을 

촉진하는 옹호, 시스템 변경 및 역량강화등, 시범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지적 및 발달 장애가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https://adata.org/
https://ddpc.ny.gov/
https://ddpc.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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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혁신 기회법(WIOA) 

인력혁신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Opportunity Act: WIOA)은 미국 공공인력시스템의 개선 통해 

청년들과 고용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증진하고, 고용주가 

이들의 고용상태유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2014 년의 WIOA 는 1998 년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WIA)을 대체한 법으로서, 

새로운 법에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WIOA 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장애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프로그램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주의 지역취업센터(American Job Centers, AJC)를 통해 운영되며, 각 센터에서 

청소년 직업 훈련, 교육 및 고용 서비스등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기술평가, 취업정보, 

훈련 제공 정보, 취업 알선, 구직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전환기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성인으로서의 삶 계획하기 

전환기 계획은 학생본인과 고등학교 졸업 후의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계획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전환기 계획은 학생이, 성인의 신분이 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도움과 및 서비스들을 최대한 어려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환기 및 그와 관련된 발달장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은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의 가족들은 전환기 준비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성인관련 서비스 정보를 찾아보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 체크리스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은 자신의 장점, 선호도, 필요조건 및 비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의 표는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서비스신청 및 지원준비를 돕는 

기본항목들입니다.  각단계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은 학생개인의 장애의 정도나 필요조건, 또는 

가족들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All Rights Reserved 2020 

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기옹호 및 자기결정  

발달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은 학생이 어린시기부터 스스로를 옹호하고 자기 

결정을 할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광범위한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들과 다른 장애아동들에게도 자기결정 및 옹호기술을 배우는 것은  성공적인 지역 사회 

생활을 하기위한 초석입니다.  

자기옹호 (Self-Advocacy)란 자신을 대변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삶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관심사에 관하여 더욱 깊고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여정을 

지원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자기 

옹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방법, 도움을 받고 싶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등을 포함합니다 

(Wrightslaw).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장애가 있는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삶을 지휘하는 태도와 

능력들이 요구됩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꼭 자급자족하거나 완전히 

독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결정이란, 스스로 선택을 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

•자기 결정 기술 배우기

•IEP 미팅 참여에 대해 배우기

•나의 장애에 대해 인식하기

•나의 비전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학교에서 뉴욕주 레벨1  

직업선호도 평가하기 (12-13세 ) 
Level 1 Career Assessment

•학교 상담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고등학교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

의견 주고받기

•지역사회에서의 서포트 서클

알아보기

고등학교 입학 후

첫 해

• IEP상에 고등교육 이후의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기

•전환기 코디네이터와 미팅을

통해 전환기에 필요한 자료들

알아보기

•내 고등학교 졸업장종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

•학교에서 상위단계

전환기/직업평가 받기

•나의 IEP 미팅에 참석

•여행훈련 프로그램 신청

고등학교 졸업

1년 전

•교육프로그램 신청(해당하는

경우)

•ACCES-VR 신청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 신청

•선택가능한 주거옵션에 대해

논의

•(필요한 경우) SSI 신청 (18 세)

•(필요한 경우) 법적 후견인 (18 

세)에 대해 논의

•비운전자 면허증 준비

•심리평가 받기

https://www.wright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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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운영하며 책임을 지는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결정 기술의 개발은 어린시절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의 삶전반에 걸쳐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결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만 장애가 있는 청년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하면서고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리소스는 PACER.ORG 에서 참조하십시오.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와 전환기계획 

연방법에 따르면, 지역교육기관(LEA) 및 주정부 취업재활(VR)기관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의 전환기 미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고교졸업이후에 대한 계획 및 목표를 

논의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가족들과 보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3.3.1 고등학교졸업 이후의 목표 

뉴욕주에서는 전환기서비스 및 계획에 관련된 측정가능한 목표들과 추천 내용을 학생이 15 세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 세 미만에 결정)가 되는 해의 IEP 가 발효되기 이전에, 해당학생의 

IEP 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매년 업데이트 및 추가되어야 합니다. 

IEP 에 포함하는 전환기 서비스는 교육의 유형, 관련 서비스, 지역 사회 경험, 고용 개발 및 기타 졸업 후 

성인 생활의 목표(및 해당되는 경우, 일상생활 기술습득) 및 기능적 직업 평가의 규정과 연관된 

것들이어야 합니다. 

3.3.2 전환기 평가 

전환기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학교는 해당학생의 측정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이후의 목표와 함께 다양한 

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평가에는 학생의 장점, 필요사항, 선호도 및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포함됩니다.  IEP 팀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학생의 IEP 에 포함 

되어야할 적절하고 측정가능한 목표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환기 평가는 

해당학교나 학군내의 전환기담당코디네이터나 소셜워커가 진행을 합니다. 

 

 

 

 

https://www.pac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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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평가 

구분 기량/기술 사용 및 도움이 되는 영역 

교육 및 훈련 학업적 장점(강점), 

교육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필요사항, 의사소통 기술 

• 적절한 지도를 받도록 선택/결정하는데 도움 

• 교육 및 직업 훈련과 관련된 선택 가능한 옵션을 찾는 

데 도움 

• 학생의 발달정도 측정 

• 미래에 받게 될 교육 및 직업 훈련의 목표를 

구상하는데 도움 

취업 관심사, 적성, 직업관련 

추구하는 가치(work-related 

values) 

•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기술 및 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 

• 이 후 직업을 얻는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학생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제공 

독립적인 

삶/개인적인 

부분 

사회적, 행동적, 삶의 기술 • 현재 가지고 있는 독립적 생활기술 여부확인 

•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 및 자기옹호 기술여부 

확인 

뉴욕주는 각 학군들이 12 세가 되는 장애학생들이나 12 세 이상이더라도 특수교육 서비스를 처음 

의뢰한 학생들은 “레벨 1 직업선호도평가(The level 1 career assessment)”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레벨 1 직업선호도평가는 학교기록 검토, 교사평가, 직업기술 및 적성,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터뷰를 포함해야 합니다. (8NYCRR 200.4 (viii)). 

레벨 1 직업선호도평가: 

중학교(12 세) 때 시작되며 대략 2 년에 걸쳐 체계적인 평가과정과 현재 보유한 학교기록을 통해 학생의 

기본능력을 평가하며, 학생의 관심사 및 기량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이평가자료는 

장애학생 및 그가족이 학교측과 함께 앞으로의 직업준비와 훈련경력을 쌓을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NYS 교육부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http://www.p12.nysed.gov/specialed/transition/level1careerassess.htm 

http://www.p12.nysed.gov/specialed/transition/level1careerassess.htm
http://www.p12.nysed.gov/specialed/transition/level1careerasse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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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이후의 선택옵션들 

 고등학교 졸업이후의 교육  

지적 및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대학기관에서 제시하는 입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대부분의 2 년제 또는 4 년제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 

입학시험(이를테면 SAT 또는 ACT) 결과를 입학심사조건으로 요구합니다.  

고등학교 이후에는 IEP 가 어떻게 되나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유치원(킨더가든) 때부터 12 학년에 걸친 의무교육을 통해 

제공되던 IEP 는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후 자신이 입학하게 

될 교육기관에 자신이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위한 대학선택 옵션  (아래 정보는 PACER.ORG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08 년에 고등교육 기회법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HEOA)은 처음으로 "종합적인 전환 

프로그램"(CTP)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프로그램에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정부의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학생들의 일반학생들과 함께 대학과정과 및 인턴십 참여,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학업활동이 최대한 통합된 환경에 노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전환 

프로그램(CTP)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취업준비를 위해 학업, 직업, 기술, 독립적인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선택가능한 대학 옵션에 

대한 정보는 National Coordinating Center 의  Think Colleg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019 년 3 월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내 대학교의 숫자가 총 265 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대학강의를 듣고 경험을 쌓으며,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참여토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왜 자신에게 통합적 교육이 필요한지(그리고 

또한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캠퍼스 

생활전반에 걸쳐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지원받을수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ACER.ORG 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pacer.org/transition/learning-

center/postsecondary/college-options.asp 

 

연락 정보 

https://thinkcollege.net/
https://www.pacer.org/transition/learning-center/postsecondary/college-options.asp
https://www.pacer.org/transition/learning-center/postsecondary/college-option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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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적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 학위 대학 프로그램 목록: https://thinkcollege.net/college-

search?f[0]=tc_state_province%3ANew%20York 

Think College 검색(미국 전역): https://thinkcollege.net/college-search 

 고용 및 취업재활 프로그램 

발달장애가 있거나, 혹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청소년/청년들은 뉴욕주 취업재활국(ACCES-VR)과  

발달장애국(OPWDD), 또는 지역 고용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화된 장애의 증거가 있거나 장애로 인한 필요사항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나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1 뉴욕주 성인취업 및 취업재활 서비스 NYS ACCES-VR  

뉴욕주 교육부는 취업재활국 ACCES-V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CCESS-VR 은 장애가 있는 성인의 취업과 독립적 생활을 돕는 서비스 및 

교육적인 서비스를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 프로그램, 직업 훈련,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고 

경쟁적인 직업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뉴욕주 취업재활국 (VR)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래 항목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직업을 얻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 

• 취업재활 (VR) 서비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됨을 증명 

• 직업을 얻고 취업상태를 유지 및 진급하기 위해 VR 서비스가 필요함을 증명  

1) ACCES-VR 서비스 

ACCES-VR 에는 두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및 청소년의 전환기 준비를 위한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성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일자리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8 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이라면, 성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CCES-VR 은 평가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thinkcollege.net/college-search?f%5b0%5d=tc_state_province%3ANew%20York
https://thinkcollege.net/college-search?f%5b0%5d=tc_state_province%3ANew%20York
https://thinkcollege.net/college-search
https://thinkcollege.net/colleg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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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 및 지도 

• 평가(Assessment 과 Evaluations) 

• 재활관련 기기 및 장비 

• 장애인 교통제공 

• 맞춤형 운전자 교육 

• 업무준비 교육 

• 수업료, 관련 비용, 필수 교과서 비용을 

포함한 훈련 

• 개인교사, 읽기 도움이, 노트도움이 서비스 

• 청소년 지원서비스(youth service) 

• 신체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서비스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급성 질환을 대비한 의료처방 

• 주택, 차량 및 일터의 (편의를 위한) 

시설보수 

• 직업개발 및 배치 

• 시범업무 및 실무배치 교육 

• 직업 지도 교육 

• 직업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도구 및 

장비확인 및 요청  

• 자영업을 위한 상품, 재고관리, 장비 및 

소모용품 

• 직업과 관련된 기타 허가 및 사업자등록 

 

2) 성인을 위한 ACCES-VR 신청 및 절차 

신청 절차는 ACCES-VR 사무소에 연락하여 신청서와 기타 관련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사무소의 ACCES-VR 오리엔테이션 세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 

서류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담당카운셀러와 만나게 되고, 상담사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추천에 필요한 

신청자의 요구사항, 선호도, 및 장점 등을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회보장 장애인연금 또는 

생활보조금 (SSDI 나 SSI) 수혜대상이며,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혜택증명서나 지급판정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표(check stub)를 제시하시거나, 또는 Ticket Work 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시다면 ACCES-VR 은 자동으로 신청자의 서비스 적격성을 인정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VR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지역의 ACCES-VR 지역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서:   English     (한국어로 번역된 지원서는 아직 없습니다) 

심각한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카운셀러가 ACCES-VR 에서의 케이스는 종료하고, 더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뉴욕주 발달장애국(OPWDD)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장애 자녀의 부모님가 ACCES-VR 측에서 내리는 서비스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뉴욕 

장애권리(Disability Rights New York, DRNY the Client Assistance Program (CAP) 에 연락하여 고객 도움 

프로그램(CAP)측에 항소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ttp://www.acces.nysed.gov/common/acces/files/vr/vr04.pdf
https://www.drny.org/page/client-assistance-program-cap-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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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정보 

해당 지역의 ACCES-VR 지역 사무소: http://www.acces.nysed.gov/vr/district-offices 

4.2.2 Ticket to Work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장애인은 Ticket to Work 및 Self-

Sufficiency Program(자족 및 독립생활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SDI 및 SSI 수혜자는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재취업, 승진, 또는 고용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현금혜택 프로그램에 의존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https://choosework.ssa.gov/about/index.html 을 방문하시면 “Ticket to Work”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연락 정보 

Ticket to Work 헬프 라인: 1-866-968-7842 / 1-866-833-2967 (TTY) 

4.2.3 뉴욕주 노동부 및 기타 지역프로그램(뉴욕시) 

장애인고용 이니셔티브(DEI)는 미국연방 노동부 고용훈련 관리국과 장애인 고용정책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연방재정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각 

지역의 취업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뉴욕주정부 노동부(DOL)가 모든 뉴욕주 취업센터(NYS Career 

Center)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accessibility)를 제공합니다. 

* 뉴욕주 취업센터기관 검색창 (NYS Career Center Locator): https://labor.ny.gov/career-center-locator/ 

장애가 있는 뉴욕시 거주자는 아래의 뉴욕 시장실 소속 장애인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 정보 

NYC AT WORK:  https://www1.nyc.gov/site/mopd/employment/nyc-at-work.page 를 방문하시고 질문 

양식을 작성 하십시오.( 신청서) 

4.2.4 발달장애국(OPWDD) 직업 프로그램  

뉴욕주 발달장애국 OPWDD 는 지적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취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려면 적격성 심사와 Medicaid 취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OPWDD 적격성 심사에 지원하는 

방법은 아래 섹션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acces.nysed.gov/vr/district-offices
https://choosework.ssa.gov/about/index.html
https://labor.ny.gov/career-center-locator/
https://www1.nyc.gov/site/mopd/employment/nyc-at-work.page
https://a002-irm.nyc.gov/EventRegistration/RegForm.aspx?eventGuid=1f843170-9fab-401f-bf38-a0e4f04c2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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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훈련(SEMP)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 (ETP): 

취업지원훈련(SEMP)은 지역사회의 경쟁적인 직업현장에서 유급으로 직업훈련 및 코칭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ACCES-VR 로부터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수료한 후이거나, 좀더 

심화된 지원을 제공받아야 되는 경우, 사례가 ACCES-VR 에 의해 종료되고 OPWDD 로 이전된 후 

발달장애국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OPWDD 는 취업지원 훈련(SEM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OPWDD 의 셀프디렉션(Self-Direction) (아래 

참조) 을 선택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원훈련(SEMP)의 비용은 셀프디렉션(Self-Direction) 

예산의 일부로 포함 할수 있습니다.  

취업훈련 프로그램(Employment Training Program, ETP)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업체의 일반고용으로 

이어질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쉽에 참여하는 동안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뉴욕주나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취업훈련 프로그램(ETP) 참가자는 갈등해결 방법 및 

업무용 복장착용법등 근무준비 수업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ETP 서비스는 직업개발 및 직업코칭 및 기타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등을 포함합니다.  

 취업전 준비서비스 (Prevocational Services) 

취업전 준비서비스란, 취업훈련준비 초기단계에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한 기술을 쌓기 위해 

기본적이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의 직업관심을 집중하고 본인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고용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작업현장에서의 훈련을 제외한, 취업 및 고용유지와 관련된 교육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취업전 준비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급여를 받는 직업을 동반할 수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OPWDD 에서 서비스를 적격성을 받은 후,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뉴욕주 발달장애국(OPWDD) 

발달장애국 OPWDD(https://opwdd.ny.gov/)은 지적 장애,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신경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가 있는 128,000 명 이상의 뉴욕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는 약 750 개의 비영리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약 

80 %는 주정부와 계약한 비영리단체에서, 나머지 20 %는 주정부기관 직접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https://opwdd.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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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WDD 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려면 서비스 적격성을 판단하는 발달장애 지역사무소(DDRO)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DRO 는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발달장애국 지역사무소입니다. 이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웨이버서비스를 신청 및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절차를 시작하려면 각 지역의 DDRO 에 속한 프론트도어(Front Door) 오피스에 연락해서 당사자나 

보호자가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배우는 워크샵에 참여해야 합니다.  

 

OPWDD 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단계로 당사자의 적격성 유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적격성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인 서비스계획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고용, 재활목적 데이케어, 및 

아동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많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론트 도어 FRONT DOOR 절차 

OPWDD 프론트 도어 정보세션에서는 서비스 및 지원을 받기에 적격한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이용 

가능한 지원 및 서비스 유형,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론트 도어 정보 

세션에 등록하시려면 지역 사무소나 그 외 참여하는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OPWDD 지역 사무소는 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언어로 번역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지역 

사무소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프론트 도어 정보 세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프론트 도어 세션에 

등록할 때 통역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기타 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무소 측에 알려주십시오.  

 

신청방법  

해당(주소) 지역의 OPWDD 지역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프론트 도어세션을 등록하십시요. 

연락 정보 

 

OPWDD 지역 사무소 

롱아일랜드 

프론트도어 오피스(롱아일랜드) 

631-434-6000 

커버되는 카운티: 낫소, 서폴크 

 

뉴욕시 

프론트도어 오피스(퀸즈)  

718-217-6485 

about:blank
about: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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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도어 오피스(브루클린) 

718-642-8576 

프론트도어(맨해튼) 

646-766-3220 

프론트 도어(브롱스) 

718-430-0757 

프론트도어(스태튼아일랜드) 

718-982-1913 

 

프론트도어 웰컴 패킷은 그 절차를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OPWDD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단계의 체크리스트도 포함됩니다. 

 

• 프론트도어 진행단계 English  

• 프론트도어 진행단계 Korean    

• 프론트도어 진행단계 Chinese (PRC)         Chinese (HK) 

 
 

 

 

 

 적격성 심사서류 

서비스 적격성 심사절차는 여러 단계 및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철저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OPWDD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프론트도어를통해

OPWDD 와최초접촉

케어

코디네이션기관(CCO) 

선택

OPWDD 적격성

입증준비

프론트도어 Front Door 

정보세션참석

OPWDD와함께서비스

요구에대한평가완료

케어메니저와함께 Life 

Plan 만들기.

about:blank
about:blank
about:blank
about:blank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front-door-welcome-flyer-5.19.2020.pdf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front-door-welcome-flyer-5.19.2020_korean_final.pdf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front-door-welcome-flyer-5.19.2020_chinese-prc_final.pdf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front-door-welcome-flyer-5.19.2020_chinese-hk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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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wdd.ny.gov/eligibility).  적격성을 심사를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리 준비해 

두어야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장애국 OPWDD 서비스에 적격한지 심사를 받으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지적기능 평가를 포함한 심리검사보고서 (Psychological report) -  지능검사 보고서는  

종합지능지수(full scale), 지수(index), 부분 및 하위항목 검사점수(part and subtest scores 를 모두 

포함해야 함) 

o 지능검사 표준화 점수 60 점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적응행동평가(adaptive behavior 

assessment)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 [요약(Summary), 종합점수(Composite), 

척도(Scale) 및 영역별 점수(Domain Score)의 표준화된 평가에 대해 해석을 포함한 

보고서] 

o 지능검사 표준화 점수 60 점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보호자와의 인터뷰, 이전기록 검토 

및 직접관찰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해석을 포함한 적응행동 평가보고 

o 유아의 경우, 인지, 언어 및 의사소통, 적응능력, 사회 및 운동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기중재 핵심평가 및 표준화된 평가점수. 

• 지적장애 이외의 경우: 진단을 뒷받침하는 건강상태 및 진단결과를 포함한 의료 또는 전문가의 

보고서. 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 발행된 일반 의료보고서가 적격성 심사요청에 포함해야 함. 

• 모든 적격성 심사 요청에는 22 세 이전에 장애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사회/발달상황기록 및 

심리검사 보고서가 요구됨.   

• (해당하는 경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경우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평가등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때는, 요구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되었는지 OPWDD 지역 사무소의 적격성 관련 

코디네이터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어 - 코디네이션 기관 

케어-코디네이션 기관(Care Coordination Organization, 이하 CCO)은 OPWDD 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OPWDD 서비스관련 절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O 는 신청자의 OPWDD 적격성 

및 Medicaid 신청을 돕고, 또한 승인이 된 후 OPWDD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가 OPWDD 서비스에 자격이 결정된후,  해당 장애인(또는 보호자)이 선택한 CCO 에 

소속된 케어 매니저를 배정받게 됩니다.  케어 매니저는 장애인 당사자의 라이프 플랜을 짜고 이에 

필요한 OPWDD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참고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CCO 대신 비 메디케이드서비스 관리기관(N-MSC)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https://opwdd.ny.gov/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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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9 월 현재 기준, 8 개의 기관이 OPWDD 의 방침에 따라 CCO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정보 

• 케어 코디네이션 기관 목록: https://opwdd.ny.gov/find-care-manager 

• 각 CCO 가 담당하는 지역 및 연락정보: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program/medicaid_health_homes/idd/docs/cco_cove

rage_chart.pdf 

 중증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들을 위한 통합이중혜택(FIDA-IDD) 

FIDA-IDD 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성인(심각한 건강 및 장애문제)이 하나로 통합된 

관리형 의료체계안에서 Medicare 와 Medicaid 혜택을 모두 받을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시범형 

보험관리 프로그램입니다.  FIDA-IDD 에 가입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1 세 이상 발달장애 성인 

• OPWDD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 

• Medicaid 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 

• 메디케어 Medicare 파트 A 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파트 B 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Part 

D 의 수혜자격 갖춘자 

• 장기간의 중증장애인수준의 도움 (ICF)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자 

• 뉴욕시, 롱아일랜드, 로클랜드 또는 웨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 

 

FIDA-IDD 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CCO 가 할 모든 역할 담당 및 전반적 서비스 관리 

• 주치의 (Primary care), 전문의 및 병원진료 

• 장기 지원 및 서비스 

• 행동문제 (Behavioral Health) 

• 처방약 및 비처방약 

• OPWDD 서비스 

 

현재는 파트너 헬스플랜(PHP)만이 뉴욕주에서 FIDA-IDD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PHP website: https://www.phpcares.org/ 

PHP Tel. (855) PHP-LIVE or (855) 747-5483   TTY:711   8am-8pm, 7 일 내내 근무 

https://opwdd.ny.gov/find-care-manager
https://opwdd.ny.gov/find-care-manager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program/medicaid_health_homes/idd/docs/cco_coverage_chart.pdf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program/medicaid_health_homes/idd/docs/cco_coverage_chart.pdf
https://www.phpcar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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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디렉션(SELF-DIRECTION) 

뉴욕주의 지적/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주정부와 계약한 기관들(에지전시)이 관리하고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램 대신, OPWDD 의 허용한 예산을 사용해서 장애인 자신이나 보호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셀프디렉션 Self-Direction 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연방 및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며, 뉴욕주 발달 장애국(OPWDD)에 의해 

감독됩니다. 셀프디렉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이용을 신청, 관리해줄 케어 매니저 

• 셀프디렉션과 관련된 계획과 예산을 작성하고 관리를 돕는 브로커 

• 장애당사자가 고용할 스탭들의 훈련과 고용을 관리하고 OPWDD 에 서비스관련 문서를 

제출하며 급여지급을 관리하는 재정중개회사(FI) 

• 당사자의 주도적인 삶을 살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줄 지원서클 (circle of support -  발음: 

써클 오브 서포트) 

 

셀프디렉션은 지적 및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또는 보호자)이 지역사회 활동예산을 책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가족, 중개인, 케어 매니저 및 본인이 선택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자기 결정(셀프디렉션)을 받으시려면 OPWDD 

서비스에 적격함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OPWDD 셀프디렉션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opwdd.ny.gov/types-services/self-

direction. 

• 셀프디렉션에 대한 추가 정보 : 

o YAI 발표자료 : https://www.yai.org/sites/default/files/documents/self-direction_101.pdf 

o 셀프디렉션 서비스 제공자 매뉴얼 :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sd_guidance_040620.pdf 

 평가 및 치료 

OPWDD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련의 평가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는 지역클리닉 또는 

개인 임상인의 오피스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OPWDD 와 계약된 지적 또는 발달장애 

진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인 안전합니다.  OPWDD 는 평가자가 전문적으로 입증된 기준에 따라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전문인 매뉴얼에 따라 특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거나 보호자와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진행할것을 강조합니다.   

https://opwdd.ny.gov/types-services/self-direction
https://opwdd.ny.gov/types-services/self-direction
https://www.yai.org/sites/default/files/documents/self-direction_101.pdf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sd_guidance_0406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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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WDD 크리닉 (ARTICLE 16 CLINIC) 

뉴욕주 임상법 제 16 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OPWDD 의 지역 크리닉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현재 주거환경을 유지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과 서비스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스탭과 보호자들에게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임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니닉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가족 심리치료 

• 작업치료 (OT) 

• 물리치료 (PT) 

• 언어치료  

• 성문제 상담 (Sexuality Counselling) 

• 영양 상담 

• 심리테스트 (심리 평가)  

• 사회심리평가 

• 의료 및 치과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예 : 간호, 영양학 및 영양학, 청력 학, 족 병학). 

• 사회복지사 

 

연락 정보 

• OPWDD 평가 및 임상적 서비스 제공처: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guide-to-eligibility-assessment-resources-

revised-6-30-2020.pdf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OPWDD 는 연령이 6 세 이상인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을 위해 NYSTART 라는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NYSTART 는 발달장애와 복합적인 행동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가족과 지원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위기예방 및 대응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START 자격을 충족하는 6 세 이상의 OPWDD 

자격을 갖춘 개인은 연중 무휴 24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ART 프로그램의 목표는 

당사자가 다른 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위기개입 추천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해 케어 매니저에게 서비스 추천(referral)을 의뢰하십시요.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guide-to-eligibility-assessment-resources-revised-6-30-2020.pdf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guide-to-eligibility-assessment-resources-revised-6-30-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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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정보 

• NY START 지역 사무소 담당자: https://opwdd.ny.gov/crisis-services 

 

 건강 보험 

18 세가 된 이후, 장애가 있고 도움 없이는 일을 할수 없는 경우, 생활보조금(SSI)과 메디케이드 

(Medicaid)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WDD 적격성을 받은 경우, 이를 이를 바탕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OPWDD 서비스 

OPWDD 서비스의 대부분은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OPWDD 는 주정부자금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OPWDD 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이드는 OPWDD 의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 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서비스(HCBS) 웨이버 서비스 [예: 임시돌봄, 고용지원,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community habilitation), 성인 주간재활프로그램(Day habilitation), 

주거서비스 등등 OPWDD 를 통한 대부분의 서비스); 

• 아동대상 웨이버서비스 (중증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18 세 이하의 발달장애 아동)  

• 케어 메니저 

• 입주 도움이 및 그룹홈(Residential Care) 

• 건강관련 서비스 및 평가 (예: 16 조 클리닉서비스) 

 
 

신청 방법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면, 출생증명서, 거주 증명서(공과금, 임대료 영수증 등), SSI 나 사회보장금 

수표(체크), 은행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OPWDD 의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제출한 많은 

장애증명 서류 이외에, 장애를 증명할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OPWDD 에서 적격성심사 

결정통지서 (an eligibility decision letter)을 받았다면, 그 편지를 메디케이드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서는 주소지의 해당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opwdd.ny.gov/crisis-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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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자가 OPWDD 를 통해서 이미 케어 매니저가 지정된 상황이라면, 담당 케어 매니저가 

메디케이드 신청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연락 정보 

• NYS 보건부 의료 정보   

• NYS 카운티별 사회복지 부서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 뉴욕 메디케이드 초이스: https://www.nymedicaidchoice.com/?language=en 

 메디케이드(MEDICAID)와 발달 장애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 일하는 장애인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의 수입에 따라 메디케이드로 받는 

서비스 비용의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할수 있음.) 

• 발달장애아동이 본인의 집에 거주하며 지역기반서비스 HCBS 나 Care at Home 웨이버 프로그램 

신청을 목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의 수입이나 자산이 고려되지 않는다.  

• 국가보조금외에 수혜당사자가 장애인신탁 (special needs trust)을 가진 경우, 해당 재정자원이 

메디케이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한,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메디케어(MEDICARE)와 장기케어(LONG TERM CARE) 

메디케어는 65 세 이상이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특별한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를 자동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당사자가 65 세에 가깝거나 65 세이며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메디케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디케어에는 네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 Part A 입원, 병원 치료혜택 제공  

• Part B 외래 환자, 의료 혜택 제공  

• Part C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공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Part D 처방약 혜택 보장 

만약 신청자가 사회보장 장애인연금(SSDI)을 받고 있다면, 이미 메디케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 24 개월의 대기기간 중일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치료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예 :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물리적 건강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
https://www.nymedicaidchoice.com/?language=en
http://www.medicareinteractive.org/get-answers/medicare-covered-services/medicare-coverage-overview/medicare-part-a-coverage
http://www.medicareinteractive.org/get-answers/medicare-covered-services/medicare-coverage-overview/medicare-part-b-coverage
http://www.medicareinteractive.org/get-answers/overview-of-medicare-health-coverage-options/medicare-advantage-plan-overview/what-is-a-medicare-advantage-plan
http://www.medicareinteractive.org/get-answers/medicare-prescription-drug-coverage-part-d/part-d-coverage-overview/medicare-prescription-drug-benefit-pa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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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라면,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이중혜택(위참조) 프로그램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연락 정보 

• ICAN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통합이중혜택 FIDA-IDD 상담 및 정보: 

http://icannys.org/icanlibrary/a-plan-for-me-fida-idd/ (영어/한국어 브로슈어) 

• 파트너 건강플랜(PHP) 웹사이트: https://www.phpcares.org/ 

 

 의사결정 권한 후견인(GUARDIANSHIP) 

뉴욕주에서는 18 세가 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법적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타인이 장애인 당사자의 사적인 일이나 의료적, 또는 재정적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적 장애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18 세 이상 성인이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정대리 재판소에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아동(a child)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an 

incapacitated adult),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someone who is developmentally disabled)의 권리를 

대리할 후견인에게 법적인 권한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후견인 관련 케이스는 어떤 유형의 

보호관리를 후견인이 요청하는 가에 따라 가정 법원, 대법원, 혹은 대리법원 (Surrogate Court)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서류상 법률명칭  

후견인제도 (가디언쉽 Guardianship)는 한사람이 다른 한사람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를 법적으로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후견인 Guardian: 후견인은 법원에서 임명한, 피보호자를 위해 결정을 내릴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후견인 후보가 18 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인 경우 누구든지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피보호자 Ward: 피보호자는 후견인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대상입니다. 피보호자는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치 않거나 또는 개인적, 

http://icannys.org/icanlibrary/a-plan-for-me-fida-idd/
https://www.phpcares.org/
https://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child.shtml
https://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child.shtml
https://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AIP.shtml
https://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AIP.shtml
https://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AIP.shtml
https://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17A.shtml
https://www.nycourts.gov/Courthelp/Guardianship/17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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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재정적인 일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등이 어려운 상태의 개인을 일컫습니다.  때때로 

피보호자는 후견대상자(guardianee)라고도 불립니다.  

  17-A 가디언쉽 조항(뉴욕주) 

후견 제 17-A 조는 "지적 장애 또는 발달 장애인"의 개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후견 법원 절차법의 

제 17-A 조항(Article 17-A of the Surrogate's Court Procedures Act)에 사용되는 법적 용어입니다. 후견 제 

17-A 조항은 매우 광범위하며 재정 및 건강관련 결정과 같이,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여기에서 모든 양식과 정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내과의사 1 명과 심리학자 1 명, 혹은 2 명의 

내과의사가 지적장애, 발달 장애 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고 자신의 일상 업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장애 당사자나 그의 재산, 

혹은 그 둘 모두를 후견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법원양식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17-A 가디언쉽 정보 Article 17A Guardianship Information Checklist 

• 17 -A 지적/발달 장애자의 후견인 설정 절차 체크리스트 17-A Guardianship Proceeding Checklist 

of Intellectually Disabled/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 

• 후견인(가디언쉽) 양식(Guardianship Forms)  

연락 정보 

• 뉴욕시의 대리법원: http://www.nycourts.gov/courts/nyc/surrogates/index.shtml 

• 다른 지역의 대리법원: http://www.nycourts.gov/courts/cts-outside-nyc-SURROGATES.shtml 

 법적 후견인의 대안: 지원된 의사결정(SDM)  

지원된 의사결정(SDM)은 지적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후견인제도(가이언쉽)의 대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원된 의사결정(SDM)은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그 장애 당사자에게 있으며, 다만, 그 권리를 발휘하는데 있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SDM 은 아직 뉴욕의 법률 또는 법원 시스템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SDM 에 의한 결약은 뉴욕에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 변호사, 

집주인 및 은행과 같은 제삼자는 SDM 으로 인해 진행된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이러한 의사 결정지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룹이나 개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SCP/A17-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SCP/A17-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SCP/A17-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SCP/A17-A
https://www.nycourts.gov/Courthelp/pdfs/DIYchecklist/guardianship17A_checklist.pdf
https://www.nycourts.gov/LegacyPDFS/FORMS/surrogates/pdfs/g17a-chk-frm.pdf
https://www.nycourts.gov/LegacyPDFS/FORMS/surrogates/pdfs/g17a-chk-frm.pdf
http://ww2.nycourts.gov/forms/surrogates/guardianship.shtml
http://www.nycourts.gov/courts/nyc/surrogates/index.shtml
http://www.nycourts.gov/courts/cts-outside-nyc-SURROGAT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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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견인 대안으로는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법적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다음 대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불금 수취대리인(Representative payee: RP) 

• 지속위임장 (Durable powers of attorney) 

• 건강관리 후견/대리인(Health care surrogacy) 

• 의료결정 위임장(Health Care Proxy)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유언장(living wills) 

• 신탁(Trusts) 

• 지역 권리옹호 시스템(Community advocacy systems) 

• 공동관리 은행구좌(joint checking accounts) 

•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연락 정보 

지원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십시오-

www.sdmny.org  또는 (212) 396-7754. 

 

 재정 안전망(SAFETY NET) 준비  

 생활보조금(SSI) 

 

생활보조금(SSI)란 무엇입니까?  

생활보조금(SSI)은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보장국(SSA)은 장애인, 맹인 또는 65 세 이상의 소득과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보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맹인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성인도 SSI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생활보조금(SSI)은 사회보장 장애인연금(SSDI)과는 별개이며, 사회보장 장애인연금은 이후 8.2 

항목에서 따로 설명드릴 것입니다(https://www.ssa.gov/ssi/text-entitle-ussi.htm 참조) 

 

http://www.sdmny.org/
https://www.ssa.gov/ssi/text-entitle-uss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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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생활보조금(SSI)  수혜자격요건 

SSI 는 신청자의 경제적요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이므로 SSI 에 수혜자격 여부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혼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국(SSA)은 

배우자의 소득과 자신이 소유한 재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이 18 세 미만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SSA 는 부모의 수입과 재산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후원자의 지원을 받는 

비시민권자(sponsored non-citizen)의 경우에는 SSA 가 그 후원자의 소득과 소유한 자산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표는, 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인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SSI 보조금액수  

혼자 살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더라도 식비 및 거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2020 년 1 월 기준 

개인/아동 $783 

커플 및 부부 $1,175 

  

부모나 가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2020 년 1 월 기준 

개인/아동 $522 

커플 및 부부 $783.34 

   

메디케이드 기관에 거주하는 경우 

Live in a Medicaid Institution 

2020 년 1 월 

기준 

개인/아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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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수급 자격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노인 

 
65세 이상 

또는 

  

맹인 
양쪽 시력중 시력이 더 나은 눈이 20/200 이하이거나 교정시력 시야가 20 도 이하인 어른이나 

아동. 

또는 

  

장애인 
성인: 

o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1 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아동: 

o 장애가 최소 1 년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인 

경우 

o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현저하고 심각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있는 18 세 미만 아동 

o 연령대가 18 세에서 22 세 사이로, 성인장애를 정의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음 요구 사항 모두 충족: 

o 제한된 수입 

o 제한된 자산 (개인 $ 2,000, 부부 $ 3,000) 

o 미국 시민권자 또는 적격함이 인정된 비시민권자 

o 컬럼비아 특별구 및 북 마리아나 제도를 포함한 미국 거주자 

o 다른 혜택 신청에 동의 

o 특정 기타 요구 사항 충족 

 

8.1.2  SSI 신청 구비서류 

다음은 SSI를 신청시 SSA가 요청할 수있는 일부문서 목록입니다. 신청자가 모든 문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문서가 다른 문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여기에 나열된 문서 이외의 

추가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SA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문서와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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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줍니다. SSA에 제출된 문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원본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SSA는 문서를 발행한 기관이 인증한 사본인 경우, 이를 접수하지만, 복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SA는 접수시 제출한 원본 문서를 신청자에게 반환합니다. 

 

SSA는 신청자에게 다음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 

•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나 번호 

◼ 연령 증명 

• 출생기록이나 종교기관 발행의 출생기록 

• 신청자 연령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서류 

◼ 시민권자 혹은 비 시민권자 신분의 기록 

• 신청자가 미국에서 출생했음을 보여주는 출생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에서 출생했음을 보여주는 종교적 출생 또는 유아영세기록 

• 귀화 증명서 

• 미국 여권 

• 시민권 증명서 

• 현재 비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이민서류, 예를 들면: 

o 영주권 카드 (I-551) 

o (미국에) 입국/출국 기록(I-94) 

• 미국에서 군복무를 한 비시민권자인 경우 군 제대서류(DD-214) 

 

◼ 소득 증명 서류 

• 근로소득: 

o 급여 명세서(Payroll stubs) 

o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해 세금신고서 및 사업지출기록 

• 비근로 소득(Unearned income) 

o 신청자의 모든 수입기록(예: 상금편지, 은행명세서, 법원명령서)을 포함한 그 

빈도와 수입출처 및 기록을 제공 

◼ 자산 증명 

• 당좌 및 저축 계좌 모두 포함된 은행 명세서 

• 신청자가 거주하는 집 외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증서 또는 세금 감정서 

•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수령기록, 장례 계약 및 작은 대지 소유권등 

• 예금, 주식 또는 채권 증명서 

•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보트, 캠핑카 등과 같은 차량에 대한 타이틀 또는 등록서류 등 

• 신탁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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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가구 형태의 증명 

신청자가 공동 요양 시설이나 인증된 가구 형태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SSA 가 신청자에게 다음 

문서 중 일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료 영수증 

• 모든 가구구성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의료지원카드 또는 사회보장 번호 

• 증서 도는 재산세 청구서 

• 해당 가구의 음식, 유틸리티 및 기타 소비 비용 등 

 

◼ 의료정보(맹인 또는 장애인) 

• 의료검사 보고서 Medical reports 

• 심리검사 보고서 Psychological reports 

• 진료/임상 보고서 Clinical reports 

• 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병원, 그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진료 및 치료받은 

(대략의) 날짜정보 

◼ (취업) 이력 

• 직책 

• 사업 유형 

• 고용주 이름 

• 근무한 날짜 

• 일일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 질병이나 부상, 그 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15년 전의 한주당 일한 날짜, 

횟수와 시급 

• 업무의 유형에 따른 직무에 관한 설명 

 

◼ 기타서류 및 정보 

장애아동을 대신하여 SSI를 신청하는 경우, SSA는 장애아동의 의료상태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교사 및 보호자)의 

연락처와 주소, 이름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IEP)의 사본도 

필요합니다. 

8.1.3 지불금 수취대리인 프로그램(Representative Payee Program) 

지불금 수취대리인(RP)은 수혜당사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불금을 수취할 수 없을 때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도록 SSA가 선택한 개인, 에이전시, 조직, 또는 기관입니다. 지불금 수취대리인을 

지정하기 전에 SSA는 SSI 수혜자가 정부의 지불금 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학적 증거 및 기타 

정보를 평가합니다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All Rights Reserved 2020 

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SA는 다음 선호도에 따라 한 개인의 지불금 수취대리인을 지정합니다.  

• 해당 개인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닌 

자(일반적으로 배우자, 가까운 친척, 보호자, 또는 친구가 해당됨) 

• 요양원이나 헬스케어 제공처 같은 발룬티어/ 비 발룬티어 보호 기관의 책임자 

• 공립 혹은 비영리 단체나 금융 기구 

8.1.4 초과지급 및 지급미달 (Overpayments & Underpayments) 

지급미달은 개인이 매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할당된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SSI 혜택 

지불급여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의 지불수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 SSI 지급미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8.1.5 초과지급 및 축소 지급의 원인 

잘못된 SSI 지불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SSA 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 또는 비근로 소득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 

• 생활 환경이 변경됨 

• 혼인여부 상태의 변경됨 

• SSA 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수혜자의 지불액을 잘못 계산 

• 수혜자가 SSI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한도보다 많은 재산/재정자원을 소유한 경우 

• 더 이상 장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지급액을 수령한 경우 

8.1.6 지급미달 또는 과다지급 통지 

SSA 는 혜택의 축소지급 또는 과다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수령인에게 서면통지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문제시된 금액, 과다 지급 또는 지급미달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또한 수령인이 SSA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위해, 개인의 권리에 대해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8.1.7 결정에 대한 항소 

해당 수혜자는 사회보장 또는 SSI 초기 결론 또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해당수혜자는  결정사항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사회 보장 또는 SSI 결정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0 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평일이 제출가능한 마지막 날로 간주됩니다. SSA 는, 당사자가 결정관련 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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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도착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편지에 쓰여진 날짜로부터 5 일 이내에 

수신인이 편지를 수신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생활보조금신청방법 

SS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역의 사회보장국(SSA)측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은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

772-1213. 

 

연락 정보 

사회보장국(SSA) 웹사이트 https://www.ssa.gov/benefits/ssi/ 를 방문하시거나 1-800-772-1213 로 

전화하십시오.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SSDI) 

개인이 오랜기간 일을 했으며 또는 최근까지도 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기간동안 일을 하며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한 “보장된(insured)” 사람인 경우, 사회보장 장애인연금(SSDI)이  해당납세자와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는 부모, 양부모 또는 의붓부모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또는 

장애연금(SSDI)을 받고 있거나 사망하기 전에 이 두가지중 한가지를 받게 된 경우 그 자녀는 혜택의 

일부를 물려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회보장 기록에 근거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보조혜택(auxiliary benefits)” 또는 “부양가족 연금혜택(dependents benefits)”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 또는 의붓손자도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에게 주어진 최대한도안에서, 부모의 매월 혜택의 최대 50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녀가 18 세가 될 때까지, 또는 풀타임 중 고등학생인 경우 19 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하면 이같은 가족연금혜택은 중단됩니다. 

참고: 18 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SSDI 장애수당이 없습니다. 18 세 미만의 장애 아동은 SSI 를 

받거나, 또는 부모가 사회보장 부양자혜택(Social Security dependent benefits)을 받고 있거나 사망하기 

이전에 받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보조수당(Auxiliary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한국어 정보는 

https://www.ssa.gov/multilanguage/Korean/10701-KOR.pdf 에서 읽어보십시오. 

 

https://www.ssa.gov/benefits/ssi/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redits.html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redits.html
https://www.ssa.gov/benefits/disability/family.html
https://www.ssa.gov/benefits/disability/family.html
https://www.ssa.gov/benefits/disability/family.html
https://www.ssa.gov/multilanguage/Korean/10701-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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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장애를 가진 성인자녀(Adult Children)을 위한 SSDI 혜택 

"성인자녀" 혜택이라고 하는 이 혜택의 범주는 앞서 설명한 부양가족 혜택(dependents benefits)의 

연장입니다. 그 연장은 장애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나이가 18 세가 되었을 때 장애인이 된 자녀나 

22 세가 되기 전에 장애인이 된 성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 부양가족혜택은 해당수혜자가  

장애가 있는 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자녀는 부모, 양부모 또는 의붓 부모가 사회보장 퇴직 또는 

장애연금 (SSDI)을 받고 있거나, 사망하기 전에 이러한 수당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경우 SSD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자 또는 의붓 손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 

청년인 경우, 사회보장국에서 제시하는 성인장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부양자혜택은 

“자녀연금"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의 연령이 어려서 자녀연금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근로수입기록을 근거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혜택은 자녀가 18 세 또는 

22 세 이상일 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은퇴할 때까지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가진 자녀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장애인 연금혜택을 갑자기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러한 SSDI 혜택이 “어릴 때부터 장애가 발생한 성인” 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사실 

22 세 이후에 장애가 시작되었더라도 이 요건에 충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자녀를 위한 혜택 https://www.ssa.gov/pubs/KOR-05-10026.pdf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요  

8.2.2 장애를 갖게 된 성인을 위한 SSDI 또는 SSI 

22 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청년 또는 성인은,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낮은 경우 SSI 를 신청하거나, 

자신의 근로와 세금기록에 근거하여 SSDI 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청년인 경우, SSDI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약간의 근로경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경력 “크레딧"을 가져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SDI 

직장 크레딧(SSDI work credits)에 대한 안내글을 참조하십시오. 

 

*두 장애 혜택 프로그램 비교 SSD vs. SSI 

https://www.ssa.gov/pubs/KOR-05-10026.pdf
https://www.disabilitysecrets.com/page1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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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Disability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장애연금 SSD 혹은 SSDI 라고 불림 

-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타이틀 2 또는 간단히 "사회 

보장(Social Security)"의 일부임 

생활보조금 SSI 또는 타이틀 16 이라 불림. 

장애연금수혜 당사자(근로자)가 장애연금보험 범위의 

4 분의 1 을 충분히 획득했어야 함 

근로 및 장애인보험 세금 기록이 필요 없음 

근로자(임금소득자)의 가족의 혜택자격:   

*배우자: 본인이 62 세 이상이거나 16 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거나 근로자의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경우. 

*이혼 한 배우자: 결혼이 10 년 이상 지속되었고 62 세 

이상이며 이혼 후, 미혼인 상태인 경우. 

*자녀: 18 세 미만, (풀타임으로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19 세 이하, 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로서 미혼인 부양자녀  

*성인장애자녀: 은퇴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사망한 근로자의 성인 자녀(18 세 이상)로, 22 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   

SSI 수혜자의 가족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SSI 혜택 적격성을 입증 받지 않는 한 SS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 

장애인이 된 시점으로 부터 연금 혜택을 받기까지는 5 

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음. 

대기기간이 없음. 혜택 적용 당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매달 첫째 날에만 

지불함 

산재보상이나 다른 연방 또는 주 정부 장애지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근로 또는 비근론 소득에 수혜금액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재산한도 없음 자산보유한도, 개인의 경우 $ 2,000, 부부 

$ 3,000 미만  

지급일은 한달씩 뒤로 밀려 지급. 즉, 5 월 3 일에 받은 

금액은 4 월분 지급액 

수표는 받아야하는 그 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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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SSDI 를 신청하기 위해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역의 사회보장국(SSA)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1-800-772-1213).  

 

연락 정보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 https://www.ssa.gov/disability/disability.html  를 방문하시거나 1-800-772-

1213 으로 전화하십시오. 

  장애인신탁(SUPPLEMENTAL NEEDS TRUSTS)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신탁(Special Needs Trust)이라고 불리는 Supplemental Needs Trusts (SNT)은 

장애인이 공공혜택을 잃지 않고 소득이나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도구입니다. SNT 는 원래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가, 자녀가 성장한 후 공공혜택(예: SSI 및 메디케이드)를 유지할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고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신탁기금 (예: $100,000)을 설정하면,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개인의 공공 

혜택수혜 자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특별신탁기금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수혜자의 혜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신탁기금을 칭할때, “Supplemental Needs Trusts” 라 부릅니다. 

 

SNT 의 또 다른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의 박탈등, 추가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NT 를 사용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자신을 

위한 돌봄 비용(예: 홈케어 서비스 비용)에 대해 일부를 부담해야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거의 모든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NT 에 신탁한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은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 

(Medicare Savings)에 대한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8.3.1 제 3 자 장애인신탁 

장애인 신탁(SNT)는 장애인이 자신의 혜택을 위해 직접 설정하거나 자금을 넣을수도 있지만, 보호자, 

가족 구성원들이나 기타 가까운 지인등과 같은 제 3 자들도 장애인을 위해 SNT 를 설정과 신탁금을 

불입할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SNT 는 수혜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 

의해 자금이 입금되는 제 3 자 장애신탁입니다.  

https://www.ssa.gov/disability/disa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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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회수불가조건(No Payback Requirement) 

부모 또는 다른 제 3 자가 설립한 장애인신탁에는 회수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충족되려면, 부모는 

더이상 장애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경우여야 하며,  그러므로 해당 자녀는 21 세 이상이어야  

장애신탁를 통해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EPTL 7-1.12 (c) (1), Soc. Serv. 법률 § 101. 회수권 또는 선취권 

없음 조항에 의해, 장애신탁에 관해 주정부는 신탁원금을 회수하거나 선취권을 설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탁설립자인 제 3 자인 부모, 친척, 또는 지인은 SNT 를 사용하여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평생 

금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자녀의 사망후 남아있는 신탁재산이 분배되는 방법을 자유롭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탁(Pooled trust)을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 기관은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탁에 유지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맡길 것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 

추가 요구를 위한 신탁(SNT)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재정설계사(Estate planning company)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에도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BLE 계정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세금우대 저축계좌인 ABLE 계좌는 Stephen Beck Jr.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ct of 2014 또는 ABLE 법이라 알려진 연방법안의 통과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ABLE 계좌의 수혜자는 계좌소유자이며, 입금액에 대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수혜 

당사자, 가족, 친구 SNT 또는 공동신탁 등에 의한 ABLE 계좌로의 입금은 세금 납세후 금액(임금을 일부 

저축하는 경우)어야 하며, 입금액은 연방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에서는 ABLE 

계정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주정부 소득세 공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8.4.1 법적 배경 

2014 년 12 월 3 일 미국 하원 (404-17)은 에이블 ABLE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 주후인 12 월 

16 일, 미국 상원은 2013 년 말에 만료되는 50 개 이상의 세금감면 법안인 Tax Extenders 패키지의 

일부로서 ABLE 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으며, 2014 년 12 월 19 일 금요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BLE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BLE 법은 1986 년 연방국세청 규정중 섹션 529 를 수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이자세금이 면제된 

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합당한 장애관련비용(교육, 주택 및 교통 포함)을 충당하기 위한 

면세 저축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정에 입금된 자금은 장애인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혜택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에이블 계정의 자금은 민간보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생활 보조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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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의 고용 및 기타 출처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을 대신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이블에 

저축된 금액은 이러한 공공혜택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뿐입니다. 

8.4.2 뉴욕주 ABLE 

뉴욕주 ABLE 은 뉴욕주정부가 후원하고 주정부 감사관이 관리합니다. NYS ABLE 은 연방법 섹션 529A 에 

따른 ABLE 법에 따라 개설되었습니다. 재정관리법인인 Ascensus Broker Dealer Services, LLC, 프로그램 

관리자 및 그 계열사는 투자자문, 기록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을 담당합니다. 

 

NY ABLE 계정으로의 예금은, ATM 이나 은행지점을 통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NY 

ABLE 계정에 최대허용 예금은 기본적으로 연간 $15,000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연간 

$15,000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ABLE 계좌에 추가적으로 예치가능한 

연간금액은 연방정부의 1 인 가구의 빈곤선 (참고: 2020 년도 tax year 의 경우 $12,490) 과 같은 금액, 

또는 소득과 같은 금액이거나 그 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일, 계좌소유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는, ABLE 계좌에 연간 기본한도액 이외에 추가 자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NYABLE 에 직접 전화하셔서 계정을 열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연락 정보 

뉴욕 에이블 NY ABLE 전화 (1.855.569.2253)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 부터 오후 8 시까지 

근무(동부기준) 

뉴욕주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 전용 전화번호: 711 또는 800-662-1220 

 

 주거 

 지역사회에서의 삶 준비 

장애인들과 그 가족 및 옹호자들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임대 또는 소유)을 갖는다는 것은 

독립생활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지적/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장애인들은 심각한 

주택공급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메트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 비용 

https://www.mynyab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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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살 곳을 찾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이 거주할 집을 

찾기 이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자기 결정 및 독립생활을 하기 위한 기술  

✓ 재정적 자원 

✓ 쇼핑 및 직장 출퇴근 이동 

✓ 집으로의 접근성 및 편의사항 

✓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 

✓ 지원 네트워크(예: 지역사회단체, 교회, 가족 등)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연방 주택법과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의 상황 및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을 구하는데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OPWDD 서비스 적격성을 가진 개인은 

OPWDD 서비스를 통하거나 뉴욕주 서민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할 주택 옵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또한 몇몇 시정부 기관들을 통해 서민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YS OPWDD 주택 지원 유형 

OPWDD 는 서비스자격이 있는 발달 장애인의 주택 및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OPWDD 는 또한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주거선택 옵션을 제시합니다.  

 

 

독립적인주거형태

패밀리케어

그룹홈 (IRA)

시설및병원

요

구

의 

  

정

도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fair_housing_act_overview#_The_Fair_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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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생활: 일반주택 옵션 

자격을 갖춘 발달장애인은 아파트나 집에서 혼자 사는 경우, 집을 관리하거나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WDD 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셀프디렉션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셀프디렉션 예산(Self-Direction budget)을 사용하여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주 돌보미를 고용하고 생활할 공간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고용된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변경하거나 E-Mod (장애인 보조설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리적 환경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예: 휠체어 경사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뉴욕 주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개별지원 및 

서비스(ISS) 주택 보조금(Individual Supports and Services (ISS) Housing Subsidy)”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4.1 개별지원 및 서비스(ISS) 주택 보조금 (일반주택 옵션) 

ISS 는 최소한의 도움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을 지원하고 돕는 거주 프로그램입니다. 

ISS 주거보조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하거나 제한된 기준 

안에서 식품, 교통, 의복과 같은 것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OPWDD 개별 지원 및 서비스(ISS) 주거보조는 연방주거선택 바우처프로그램(예: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정부 주택 보조금의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ISS 주택 보조금은 지역 

사회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수입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로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 재정적 및 법적 책임(예: 임대 계약자)을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당사자는 가산 소득의 약 30 %를 주택비용에 지불해야하며, ISS 주택보조금은 최대 허용한도까지 

차액을 지불합니다. 보증금 및 기타 이사 비용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 혹은 입주 돌보미와 함께 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주거의 형태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타운하우스), 분양아파트(콘도미니엄), 아파트, 코압 

아파트, 조립형 주택이 있습니다.  주거지를 허가 받으려면 OPWDD 의 주거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합법적으로 임대계약 하에서 렌트를 하거나 소유, 혹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는 OPWDD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거나, 일반인들도 계약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 주거형태는 주방과 욕실 시설을 겸비한, 분리된 주택이여야 하며, 주거지로서 지역 및 주정부의 

품질요건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OPWDD ISS 주거 보조는 방 임대(renting a room)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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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지불액  

ISS 기금은 임대료나 모기지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2020 년) 이 프로그램의 가장 높은 

지불금액은 1 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1,324 이며, 전기/수도/난방비등을 포함할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면 다소 복잡한 계산 공식을 거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위한 지불 비용이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비장애인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 베드룸 지불 기준에 따른 최대 금액이 됩니다. 장애 가족과 개인들은 

주거보조금의 한도를 추가하는 비용을 사회 보장, 임금, 신탁소득 또는 다이렉트 가족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ISS 는 OPWDD 가 직접 집주인이나 모기지 소유자에게 집세나 

모기지를 지불합니다. 당사자가 셀프디렉션 예산을 사용하여 임대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FI 가 

집주인과 모기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신청방법 

ISS 를 신청하려면 먼저 OPWDD 서비스 적격성과 케어 메니저가 필요합니다. 적격성 및 프론트 

도어관련 내용은 위 부분을 참조하십시요. 만약 신청자가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그 역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ISS 는 두 부분으로 된 신청과정이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Part 1)은 케어 매니저가 현재 Life Plan 및  최근 

심리검사리포트, DDP2 및 행동계획 및 위험평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신청서류와 함께 프로필 

(CCO 회사의 레터 헤드에 별도의 문서)을 OPWDD 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프로필이 개인의 현재 능력, 

강점, 약점, 선호하는것, 싫어하는 것등 및 당사자의 필요를 반영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검토 후 

해당되는 경우 OPWDD 는 파트 1 조건부 ISS 승인 서신을 발행합니다. 모든 문서는 ISS 우편함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ISS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에서 케어 매니저는 ISS 기관과 협력하여 아파트/주거지를 찾아야 합니다. OPWDD 에 

당사자 이름으로 서명 된 임대 계약서 제출하고, ISS 기관과 협력하여 전체 예산, 프로필, 파트 1 승인 

편지 및 SSI / 소득 및 유틸리티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ISS 기관과 협력하여 이 

모든 것을한데 모아 OPWDD 에 ISS 우편함 (opwdd.sm.ISSRequestR4@opwdd.ny.gov) 에 제출합니다. 

 

연락 정보 

OPWDD ISS 코디네이터: https://www.yai.org/sites/default/files/documents/opwdd_iss_coordinators.pdf 

다운로드 링크: OPWDD ISS Housing Subsidy Brochure 

 

mailto:opwdd.sm.ISSRequestR4@opwdd.ny.gov
https://www.yai.org/sites/default/files/documents/opwdd_iss_coordinators.pdf
https://nyhousingresourcecenter.starchapter.com/images/downloads/iss_landlord_brochure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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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다가구 통합지원주택(ISH) 프로그램 

OPWDD 는 인증한 서비스 기관들이 제공하는 공적자금에 의한 아파트 건설,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재활 또는 그룹홈(IRA)지원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환경 및 여러 설정을 관리하며, 

지역사회 재활 및 다양한 OPWDD 웨이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통합지원주택(ISH) 

아파트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곳에 살 사람의 개인적 요구를 근거로 그룹홈/시설 승인을 받을 충분한 

근거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이 주거프로그램은 비교적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에 따른 하부 프로젝트들이 아직 개발 중이며 아직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뉴욕주 ISH (2020 년 기준)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OPWDD 서비스에 적격하면서 주거지를 찾고 있는 18 세 이상의 사람; 

• 돌보는 이 또는 보호자가 조만간 부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 그리고 

• 시설(발달센터, 중간보호시설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전문 간호시설, 교도소 및 기숙 학교 

포함)에서 소개 및 추천된 발달장애인들 

 

신청방법  

케어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ISH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거나 Housing.Initiatives@opwdd.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연락 정보 

현재 Block institute 가 브루클린에 ISH 를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housing@blockinstitute.org, 전화 call 718-333-0980. 

 패밀리케어 

OPWDD 의 패밀리케어(Family Care) 프로그램은 지역주택 중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설화가 인증된 

일반가정집에 주거를 제공합니다.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은 가족의 지원, 안내 및 동반자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보살핌과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개발되었습니다. 패밀리케어는 인증된 개인주택을 사용하며, 발달장애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amily Care 

코디네이터, 패밀리케어 제공자 (들), Medicaid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의료 서비스 및 개입을 제공하는 

간호팀을 포함하여 여러명의 팀원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5 명의 의료 팀원 (RN-BSN 1 

mailto:housing@blockinstitute.org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All Rights Reserved 2020 

4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 RN 2 명 및 건강 서비스 관리자 2 명)이 당사자와 다양한 의료 제공자 간의 연락담당자 역할을 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후속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패밀리 케어를 제공합니까? 

패밀리 케어 서비스제공자는 OPWDD 와 시설인증 및 계약을 맺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모든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한 뒤 주택에서 안전 검사(inspection)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과하게 되면 OPWDD 품질개선 

부서에서 패밀리 케어제공자에게 위한 운영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세 이상 

• A, B 또는 C 등급 중범 죄 유죄 판결 이력 없음 

• 유효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 신청자 및 18 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든 신원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제공자 

• 후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필수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 

• 가정 및 안전 검사를 성공적으로 완료  

 

패밀리 케어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생활주거환경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패밀리 케어 서비스 제공자, 본인, 케어 매니저, 패밀리 케어 간호사 그리고 

가정연락 담당자로 구성된 팀과 더욱 적절할 생활 환경을 위해 계획을 함께 논의해야합니다. 이런경우, 

다음 옵션으로는 다른 패밀리 케어로 옮기거나 그룹홈 또는 지원형 아파트(Supportive apartment) 등이 

있습니다.  

 

페밀리 케어 제공자가 되기 위한 추가 요건은 다음 링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1/policy_7.1_family_care_home_initial_certification_r
equirements.pdf 

 

신청 방법 

케어 매니저에게 패밀리 케어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케어 매니저는 패밀리 케어 제공자와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OPWDD 시설 주거: 그룹홈 

OPWDD 는 OPWDD 기관이 소유 및 운영하거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주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시설형 주거지 (OPWDD Certified Housing)를 제공합니다. 이를 대부분 그룹홈ㅡ 또는 

IRA 이라고 부르며, 시설화 된 소규모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해 몇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최근 새로 고안된 IRA 프로그램들은 다른 OPWDD 의 일반적인 그룹 홈과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1/policy_7.1_family_care_home_initial_certification_requirements.pdf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1/policy_7.1_family_care_home_initial_certification_requirem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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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주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은 주거형태이지만, 기숙사형태의 주거 공간과 식사를 제공과 함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WDD 는 다음의 두 가지 그룹홈의 대안옵션를 내어 놓았습니다. 

9.6.1 개별지원 그룹홈 (IRA)  

개별화된 대안적 레지던스 또는 그룹홈 (통상, 서포티드 레지덴셜이라고 칭함 Supported Individualized 

Residential Alternatives: IRA)은 최대 4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제공하는 IRA 를 통해 지적 

또는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거주자로서 생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상황에 맞는 재활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형태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파트 또는 주택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기관은 설정에 따라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9.6.2 감독되는 레지덴셜 (IRA) 

위와는 대조적으로, 감독되는 그룹홈(통상 슈퍼바이즈드 레지덴셜이라고 칭함 Supervised Individualized 

Residential Alternatives)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24 시간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감독되는 거주지는 아파트 또는 주택일 수 있지만 거주자는 최대 14 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용 가능한 IRA 를 검색하려면 케어 매니저에게 신청준비를 문의하십시오. 

 뉴욕시 하우징 프로그램  

소득이 낮은 뉴욕시 거주자인 경우 누구나 뉴욕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7.1 NYC 주택복권 장애인할당 주택 

주택 보존 및 개발부(HPD)와 뉴욕시 주택개발공사 (HDC)가 관리하는 서민주택 프로그램은 총 

건축주택의 7 %를 장애를 가진 서민주택 신청자에게 할당했습니다 (신체장애 5 %, 시각 및 청각장애 

2 %). 이러한 주택에 대한 신청는 하우징 컨넥트(Housing Connect  www.nyc.gov/housingconnect)를 통해 

온라인신청과 선정, 추첨 통해 관리됩니다. 뉴욕시 주택추첨과정은 신청으로부터 보통 10 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임대료나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소득원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소득원은 급여, SSI, 연방 주택보조금(섹션 8 바우처), 연금 또는 가족의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NYC 주거지원: 

English   한국어   Chinese 

https://housingconnect.nyc.gov/PublicWeb/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resources-for-people-with-disabilities.page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ffordable-housing-guide-for-applicants-with-disabilities-korean.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ffordable-housing-guide-for-applicants-with-disabilities-traditionalchine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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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Housing Connect 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서민주택 안내기관(Housing Ambassador) 에게 

문의하십시오.  

연락 정보 

• 주택안내기관 연락처: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housing-

ambassadors.page 

• 주택안내기관 및 HPD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HPD 장애서비스 담당자인 Andrew Lange 에게 

문의하십시오. 212-863-6486 and accessibility@hpd.nyc.gov 

 

9.7.2 뉴욕 시 기타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 및 연락처 

NYC 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1) 뉴욕시 주택청 (NYCHA)  

NYCHA 는 저소득층 주택입니다. 대기자 명단이 길기 때문에 쉼터(shelter)에서 신청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NYCHA 프로그램 신청: NYC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through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 장애인 신청 연락처: 212-306-4652  

 

2) 메디케이드 재구상팀 Medicaid Redesign Team (MRT)의 지원주택:  

현재 12 개 이상의 뉴욕시 비영리 단체가 정신장애가 있거나 Medicaid 의 고비용군에 해당하는  노숙자, 

또는 불안정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개인들을 위한 주택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며 이 아파트의 거주기준은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브롱스 (Urban Pathways): 646 350 2531  

• 맨해튼 (Heritage Health and Housing): 212-866-2600  

• 퀸즈 (PSCH): 347-542-5689  

• 스테튼 아일랜드(S.I. Behavioral Network): 718-351-5530  

• 브루클린(Peer Advocacy Center): 718-855-5929 or 718-875-7744  

• 브루클린 (Catholic Charities): 718-722-6229  

• 브루클린 (Comunilife): 718-617-6400  

• 브루클린 (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 718-855-4035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housing-connect-application-guides.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housing-ambassadors.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housing-ambassadors.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housing-ambassadors.page
mailto:accessibility@hpd.nyc.gov
https://www1.nyc.gov/site/nycha/section-8/about-section-8.page
https://www1.nyc.gov/site/nycha/section-8/about-section-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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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욕시 임대료 동결 프로그램: 

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 (DRIE), 즉 NYC 임대료 동결프로그램 (DRIE)에 자격이있는 임차인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향후 임대료 인상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서류가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뉴욕시 재무부를 통한 NYC 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신청  

(NYC 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through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 

• 연락처: Dial 311 

4)긴급 임대지원프로그램 

긴급 임대지원프로그램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긴급 지원이 제공되지만 꼭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노숙자 

• 폐기 / 퇴거에 처한 자 

• 유틸리티 연결 해제 또는 종료 보류된 자 

• 화재 재난을 입은 자 

• 가정 폭력에 노출된 자 

• 개인 또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처해있는 자 

 

전화번호: (212) 331-4640 or HRA hotline 718-557-1399 

정보링크: https://www1.nyc.gov/assets/hra/downloads/pdf/benefits/Emergency-Rental-Assistance-Grant-

Flyer.pdf  

5) 가족퇴거조치 예방서비스(FEPS and City FEPS):  

18 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 

• FEPS 는 퇴거조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택보조금이며 최대 5 년 동안 가족에게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가정은 주택법원에 출두해야 하고 공적지원을 받으며 18 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1.nyc.gov/site/hra/help/rental-assistance.page 

• 하우징 권리옹호 단체: 

• 브롱스 웤스(Works) : 718-637-2643 

• 캄바(Camba)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및 퀸즈): 718-675-3373 

• 가톨릭 자선 단체 (맨해튼/ 브롱스): 212-862-6401 

• 퀸즈 커뮤니티 하우스 : 718-592-5757 

https://www1.nyc.gov/site/rentfreeze/tools/drie-forms.page
https://www1.nyc.gov/assets/hra/downloads/pdf/benefits/Emergency-Rental-Assistance-Grant-Flyer.pdf
https://www1.nyc.gov/assets/hra/downloads/pdf/benefits/Emergency-Rental-Assistance-Grant-Flyer.pdf
https://www1.nyc.gov/site/hra/help/rental-assistanc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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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개보수 

환경변경(E-Mods)은 장애인이 집에서 독립 생활능력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보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 

개조에는 경사로(ramp), 승강기, 손잡이, 욕실 개조(예: 롤인 샤워)가 포함한 다양한 시설개선이 

포함됩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 보수 외에도 E-Mod 에는 점자식별시스템, 섬광연기감지기 및 경보 

장치설치와 같은 시청각 장애인을 도울수 있는 개조도 포함합니다. 행동제어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창문보호, 강화벽, 문열림 알람장치, 내구재 벽마감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치, 개조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OPWDD 를 통해 E-Mod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웨이버 또는 아동 웨이버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담당 케어 메니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통수단 

  뉴욕 시 특수 교통 수단 및 할인 프로그램(MTA) 

뉴욕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여러종류의 공공 및 민간 교통 수단이 존재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10.1.1 요금이 할인된 메트로 카드(Reduced-Fare Metro Cards)  

NYC 반액 요금할인 메트로 카드는 65 세이상 노인과 적격한 장애가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할인메트로카드 승인을 받은 장애인은 MTA 버스 또는 지하철로 이동할 때 기본 요금의 절반만을 

지불합니다. 할인 메트로카드는 모든 MTA NYC Transit 지하철과 지역버스를 하루 24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출퇴근 혼잡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익스프레스 버스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TA 할인카드 신청 및 지침: Application and Instructions available on the MTA Website 

10.1.2 Access-A-Ride (AAR)  

뉴욕시 엑세스 어라이드 Access-A-Ride(AAR)는 장애로 인해 대중 교통, 대중 버스 또는 지하철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Access-A-Ride 는 뉴욕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운송회사가 운영합니다. AAR 은 뉴욕시를 위한 장애인 전용 편의교통(Para-Transit) 

http://web.mta.info/nyct/fare/rfappl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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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며, MTA 뉴욕시 교통(NYCT) 또는 장애인편의 교통부서에서 관리합니다.  AAR 은 뉴욕시 

시내버스 및 지하철이 운영되는 구간내에서 하루 24 시간, 주 7 일 운영되는 공유승차(shared ride), 

집에서 목적지간 서비스(door to door)와, 고정금액서비스(feeder service)를 제공합니다.  

 

Access A Ride 브로슈어 

English    한국어    Chinese  

신청방법   

Access-A-Ride (AAR)를 신청하려면 먼저 Access-A-Ride 사무실 (877-337-2017)로 전화해야 합니다. 

1) 먼저 영어는 번호 1, 스페인어는 2, 대체 언어는 3 을 누르십시오. 

2) 둘째, "Eligibility(적격성)"을 안내하는 번호 1 을 누르십시오. 

3) 거기에서 신청자의 정보에 접속할 사람과 연결되며 Access-A-Ride 신청서의 집주소로 신청서와 

승인절차 인터뷰를 위한 약속시간을 동봉한 우편을 우송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약속에 올때는 

반드시 Access-A-Ride 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연락 정보 

지역번호 코드 212, 929, 646, 718, 347, 516, 631, 914, 845, 917, 332 를 사용하시는 분은 수신자 부담 전화 

877-337-2017 로 전화하십시오. 기타 모든 지역번호에서는 718-393-4999 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전용전화서비스. 또는 무료 711 번 릴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1 번을 누르시고. 1 번을 누르지 않으시면 다른 언어선택 옵션을 안내받게 됩니다.  

 낫소(NASSAU) 카운티 특수 교통 수단 

Nassau 카운티는 MTA-Long Island 버스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curb to curb 대중 교통을 

제공하는 Able-Ride 보조 교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Nassau 카운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leRide 를 통해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사를 방문하거나 쇼핑, 일자리로 출퇴근, 또는 

사교모임 참석을 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 및 예약 

장애인은  도우미나 동반자와 함께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은 장애인과 동승하는 사람 모두 편도 

$3.75 입니다. 도우미(aides)는 무료승차입니다. 경우에 따라 Medicaid 를 사용해서 승차할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Nassau Inter-County Express (NICE) 버스 516-228-4028 로 문의하십시오. 

 
 

 

https://new.mta.info/document/15711
https://new.mta.info/document/16341
https://new.mta.info/document/16341
https://new.mta.info/document/16351
https://www.nicebus.com/Able-Ride/Apply-for-Abl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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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정보 

여행 준비 및 예약은 NICE 버스 516-228-4000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Ableride 정보: https://www.nicebus.com/Able-Ride/Apply-for-Able-Ride  

 서포크(SUFFOLK) 카운티 장애인 교통수단  

Suffolk 카운티는 장애인을 위해 Suffolk 카운티 장애인전용 교통(SCA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CAT 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목적지에 가까운 도로변까지의 커브 투 커브(curb to curb)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CAT 사용 자격은 1990 년 미국 장애인법 (ADA)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임 및 여행 준비 

SCAT 을 사용하려면 승객은 미리 승차예약을 해야 합니다. 출발지-목적지 서비스 보조 교통 수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631.852.5200 으로 전화하시거나 Suffolk 카운티 교통 웹 사이트 www.sct-

bus.org 를 방문하십시오. 

• ADA 장애인 승객 $ 4.00 

• 동반자 $ 4.00 

• 장애인 개인 보조인(도우미) 무료 

• 5 세 미만 어린이 무료 

 

연락 정보 

Suffolk County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631.853.8333 (voice) or 631.853.5658 (TTY) 

SCAT Application 

 

 장애인을 위한 주차 허가 

뉴욕주와 뉴욕시 교통부는 뉴욕주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발전문의의 확인서류를 근거로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인에게 뉴욕시 및 뉴욕주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발급합니다. 

10.4.1 장애인을 위한 뉴욕 시 주차 허가증 

대시 보드에 부착된 뉴욕시 장애인 주차허가증은 다음의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장애인 주차허가증으로 주차할 수 없는 예외공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택시 

승차공간, 의사, 언론, 외교관 및 정부기관이 승인 한 "주차 금지"또는 "정차 금지(no standing)"공간, 

https://www.nicebus.com/Able-Ride/Apply-for-Able-Ride
http://www.sct-bus.org/
http://www.sct-bus.org/
http://sct-bus.org/assets/SCAT%20APPLICATION%20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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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미터기가 있는 주차공간(미터기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특정 시간에 정차금지가 되어있거나 트럭 

적재 및 하역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  

 

• 뉴욕시 장애인주차하가증 정보  

Learn more about New York City Parking Perm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뉴욕시 장애인을 위한 주차허가증 신청방법 

Instructions and Application for New York City Disability Parking Permit 

 

연락 정보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신청하시려면 해당지역 DMV 로 연락하십시오.  

뉴욕시 교통국 주소: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arking Permi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30-30 Thomson Avenue, 2nd fl. suite 208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 음성: 718-433-3100 

• TTY: 718-433-3111 

 

10.4.2 장애인을 위한 뉴욕주 주차허가증 

뉴욕주 장애인 주 허가증, 푸른색 행택 또는 번호판은 장애인주차 공간에 주차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타주나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은 대체로 쇼핑몰 

주차장과 같은 시립 및 개인 부지에 있습니다. 뉴욕주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있더라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 뉴욕 주 주차 허가증 신청 서 및 지침서 NY State Parking Permit Application and Instructions 

• 뉴욕 주 교통부 웹사이트 https://dmv.ny.gov/more-info/parking-people-disabilities  

 

http://www.nyc.gov/html/dot/html/motorist/pppdinfo.shtml#nycpermit
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nyc-pppd-permit-english.pdf
https://dmv.ny.gov/forms/mv6641.pdf
https://dmv.ny.gov/more-info/parking-people-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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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요한 사항 

 병역 의무 등록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인 18 - 25 세의 거의 모든 남성은 병역 의무에 

등록해야합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시민은 18 세가 된 후 30 일 이내에 등록해야하며 이민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30 일 이내에 등록해야합니다. 

 

병역의무 시스템에 따르면, 등록자가 병역 수행에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분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남성뿐만 아닌 궁극적으로 병역에 봉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은 남성이라도 모두 

18 세 생일을 기준으로 30 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는 그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가 

있고 집에 거주하는 남성이 집에서 밖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일수 있다면 

병역의무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기관 및 시설에 완전히 

종속되어있거나 침대에서 온종일 지내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병역의무 등록이 필요한 남성이 연령(18 세)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병추첨을 하는 시기에 등록자, 혹은 그의 부모 및 보호자는 병역면제를 증명하기 위한 

의료문서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테스트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해야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방법 

• 온라인 register online 또는 우편 mail (Print and complete) 

• https://www.usa.gov/selective-service 를 방문하십시오 

 

연락 정보 

병역의무 시스템에 연락하려면 1-847-688-6888 또는 무료 전화 1-888-655-1825 (월요일~ 금요일, 오전 

8 시~ 오후 5 시(동부 기준) 근무. ID 카드와 관련 문서 지참 

 ID 카드(신분증) 

신분증은 서비스나 공공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의 신분증은 모든 장애인이라도  

성인이 됨과 동시에 구비가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https://www.sss.gov/register/
https://www.sss.gov/wp-content/uploads/2020/03/RegForm1.pdf
https://www.usa.gov/selective-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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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비 운전자 면허증 (DMV)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뉴욕주 비운전자 사진 ID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지역 DMV 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가까운 DMV 사무실에서 

비운전자 면허증을 신청하시면 사진이 없는 임시 문서를 받게됩니다. 사진이 있는 완성된 신분증은 

대체로 2 주가 걸리며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뉴욕 주 DMV 신청 웹사이트:  https://dmv.ny.gov/id-card/get-non-driver-id-card-ndid 

11.2.2 IDNYC 

IDNYC 는 모든 뉴욕시 거주자를 위한 새로운 무료신분증입니다.  IDNYC 는 뉴욕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주로 뉴욕시 공공 서비스 이용 및 입장을 보장합니다.  

IDNYC 카드소지자는 뉴욕시 정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DNYC 는 NYPD 와의 상호 작용을 위한 공인 ID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뉴욕 주민들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모든 뉴욕시 건물에 입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IDNY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idnyc/index.pageTax 

Report 

  

https://dmv.ny.gov/id-card/get-non-driver-id-card-ndid
https://www1.nyc.gov/site/idnyc/index.pageTax%20Report
https://www1.nyc.gov/site/idnyc/index.pageTax%20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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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웹사이트  

권리옹호  

Arc Website https://thearc.org/policy-advocacy/civil-rights/ 

Self-Advocacy Association 
of NY https://sanys.org/ 

  

하우징 
 

NYS Housing Resource  https://nyhousingsearch.gov/Resources.html 

NYS Housing Alliance  https://nyalliance.org/ 

NYC Housing Resour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resources-for-people-with-
disabilities.page 

  

뉴욕주 발달장애국 OPWDD 

OPWDD Acronyms 
https://inthedriversseat.org/getting-started/acronyms/ 

Self-Direction Glossary 
https://inthedriversseat.org/getting-started/glossary/ 

Self-Direction Guidance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sd_guidance_040620.pdf  

Employment Support 
https://opwdd.ny.gov/types-services/employment-training-and-supports 

 
 

전환기리소스  정보 (미전국)) 

NTACT https://transitionta.org/ 

Transition Coalition http://transitioncoalition.org/transition/ 

National Health Care 
Transition Center 

http://www.gottransition.org/ 

YASA – Youth as Self 
Advocates 

https://familyvoices.org/yasa/ 

The Youthhood https://www.youthhood.org/  

ASAN https://autisticadvocacy.org/  

Eye to Eye https://eyetoeyenational.org/  

Youth 4 Youth http://www.youth4youth.org/ 

YouthMove National https://youthmovenational 

 

더 많은 정보는 CIDA 의 정보/리소스 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IDA’s website 

https://cidainfo.com/resources/ 

 

https://thearc.org/policy-advocacy/civil-rights/
https://sanys.org/
https://nyhousingsearch.gov/Resources.html
https://nyalliance.org/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resources-for-people-with-disabilities.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resources-for-people-with-disabilities.page
https://inthedriversseat.org/getting-started/acronyms/
https://inthedriversseat.org/getting-started/glossary/
https://opwdd.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sd_guidance_040620.pdf
https://opwdd.ny.gov/types-services/employment-training-and-supports
https://transitionta.org/
http://transitioncoalition.org/transition/
http://www.gottransition.org/
https://familyvoices.org/yasa/
https://www.youthhood.org/
https://autisticadvocacy.org/
https://eyetoeyenational.org/
http://www.youth4youth.org/
https://youthmovenational/
https://cidainfo.com/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