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WDD 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을 초대하여
향후 서비스 시스템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공개 포럼에서 OPWDD 의 전략적 우선순위, 미국 구조 계획 (American Rescue Plan) 기금 사용 및
기관의 5 년 전국 종합 계획 (Statewide Comprehensive Plan)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를
드립니다.
OPWDD 는 자기권리옹호자 (self-advocates), 발달장애인이 가족, 변호사, 및 기타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한 사람 당 하나의 포럼에만 참여하셔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포럼에서 구두로 발표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청취만 하셔도 됩니다.
OPWDD 는 다음 주요 영역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생각에 기관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하거나, OPWDD 서비스 시스템에서 일회성 금융 투자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영역도 포함 가능합니다.
•

OPWDD 는 지속가능성, 공평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개인의 일생 동안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야 합니까?

•

OPWDD 는 다양성, 공평성 및 포함의 가치를 어떻게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닐 수
있습니까?

•

지원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직접 지원 및 의료 노동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

OPWDD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게 다양한 주택 지원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

사람들이 인생 목표를 이루도록 주간 및 취업 서비스가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습니까?

•

자기지시 프로그램이 자기지시 지원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더 원활히 개인의 필요를 처리하고 가족 간병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어떻게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생 목표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OPWDD 가 다른 주 기관과 협업하여 어떻게 최상의 방식으로 복합 필요를 가진 아동 및
성인을 위해 계획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

OPWDD 는 개인의 의료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원격보건을 최상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간호 조직화는 어떻게 복합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거나 케어 매니저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발달장애인의 선별, 평가, 확인 및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서면 의견서는 planning@opwdd.ny.gov 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OPWDD
Attn: Communications Office
44 Holland Avenue, 3rd Floor
Albany, NY 12229
발표자는 미리 등록해야하고 발언은 삼 (3) 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발표자 등록 기한은 각 포럼 이틀
전 운영 마감 시간까지입니다. 구두 발언 기회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웨비나는 녹화되며, 녹화본 링크는 이벤트 종료 후 OPWDD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발언 등록을 하려면, 각 포럼의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 speaker request (발표자 신청)” 문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취만 하실 계획이라면, 아래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해 등록하십시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이벤트에 대한 언어 접근 지원을 신청하거나
특별 편의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편의 마련이 필요할 경우, 일찍 등록해 주십시오.)
포럼 스케줄 및 연락처 정보
1 지역 (Western NY & Finger Lakes)
2021 년 5 월 26 일
오후 1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https://meetny.webex.com/meetny/onstage/g.php?MTID=e775373e7c9b62337534878168e5128b8
연락처 정보:
Amy Hoffower
Amy.Hoffower@opwdd.ny.gov
(585) 241-5797

2 지역 (Central NY, Southern Tier & North Country)
2021 년 6 월 2 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https://meetny.webex.com/meetny/onstage/g.php?MTID=ec9b4864f64c32cbb1f2d43ae37dfeef6
연락처 정보:
Jessica Davis
Jessica.F.Davis@opwdd.ny.gov
전화번호: (607) 217-6619
3 지역 (Western NY & Finger Lakes)
2021 년 6 월 3 일
오후 3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https://meetny.webex.com/meetny/onstage/g.php?MTID=ed628c6ff1758546ffb0411a43bccf288
연락처 정보:
Karen Francisco
Karen.Francisco@opwdd.ny.gov
전화번호: 518-388-0431
4 지역 (NYC)
2021 년 6 월 8 일
오후 6:30 부터 오후 9:30 까지
https://meetny.webex.com/meetny/onstage/g.php?MTID=e0f60f8240dcee20c9de6bad1c2f9b182
연락처 정보:
Heather Ifill-hinds
Heather.Ifill-Hinds@opwdd.ny.gov
전화번호: (718) 642-6112
5 지역 (NYC)
2021 년 6 월 9 일
오후 6:30 부터 오후 9:30 까지
https://meetny.webex.com/meetny/onstage/g.php?MTID=e6c60863c80efcb85eb90286dc3d950e1
연락처 정보:
Gina McCready
Gina.N.Mccready@opwdd.ny.gov
전화번호: (631) 601-6065
*발표자 신청은 정상 운영 시간 중에 처리됩니다.
OPWDD 전략적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opwdd.ny.gov/strategic-plannin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