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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0001

FRONT DOO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Front Door 연락처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어떻게
받나요?

핑거 레이크스 .........................................855-679-3335
서부 뉴욕 ................................................. 800-487-6310

Front Door

남부 티어 .................................... 607-771-7784, 내선 0
센트럴 뉴욕 ........................... 315-793-9600, 내선 603
노스 컨트리 .............................................. 518-536-3480
캐피털 디스트릭트 .................................. 518-388-0398
로클랜드 컨트리 .................................... 845-947-6390
오렌지 카운티 ........................................ 845-695-7330
타코닉 ........................................................ 844-880-2151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914-332-8960
브루클린 .................................................... 718-642-8576

대화에
참여하세요

브롱크스 .................................................... 718-430-0757
맨해튼 ...................................................... 646-766-3220
퀸즈 ............................................................. 718-217-6485

OPWDD 의 최근 소식을 알아 보세요.
오늘 대화에 참여하고,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에서 오는 힘을 얻어 보세요.

스태튼 아일랜드 ....................................... 718-982-1913
롱 아일랜드 ............................................. 631-434-6000
청각 장애인은 NY 릴레이 시스템 711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pwdd.ny.gov/jointheconversation 에서
오늘 바로 대화에 참여하세요

(866) 946-9733 | NY 릴레이 시스템 711
www.opwdd.ny.gov

· 대상 인물이 커뮤니티 내 집에서
살도록 돕습니다.
· 가족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집에서 휴식하고
다른 가족의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용 교육과 지원, 자원 봉사 기회 및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 또 집중적인 거주 및 일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돕습니다.
지원을 받는 첫 단계는 자신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계획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자신의 카운티를 관할하는 OPWDD 지역 사무소에
연락해 Front Door 를 이용하거나, OPWWD 정보
전화 1-866-946-9733 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계획 개발

s

OPWDD 는 개인과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매우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OPWDD 지원 및 서비스에 포함되는 사항:

지원 요구
식별

s

강점 평가

s

Front Door 의 과정은 OPWDD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쳐야 하는 단계를
안내하며, 여러분의 요구, 목표 및 취향을 식별하고,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획에 기여하도록
돕습니다.

자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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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Door 는 발달 장애인이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고,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본인이 선택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설명회

s

OPWDD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분은
Front Door 를 통해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ront Door 는
OPWDD 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모두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Front Door 에
가입하시면 자신의 요구와 바람을
고려한 서비스 옵션을 알아보고
이용하도록 돕는 개인 중심 계획 과정이
시작됩니다. 또한 자기만의 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가족 구성원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해당 지정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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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Door 에 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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