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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언어로 쓰인 5.07 계획
5.07 계획 프로세스
뉴욕주 정신위생법 5.07 섹션은 OPWDD 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5 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 년 동안 지원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2021 년 OPWDD:
•5 개 지역에서 공개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곳에서 100 명의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 서비스 공급자 등 26 개 그룹과 만났습니다.
•200 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이메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OPWDD 의 향후 5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작업은 다음
목록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직접 지원 인력
• 자기 주도형
• 주택(Hounsing) 서비스
• 복잡한 요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 데이터 및 정보 공유 방법
• 연구 지원

목적 및 목표
OPWDD 의 계획은 향후 5 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정합니다.
각 목적 아래에 목표가 있습니다. 각 목표 아래에는 OPWDD 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및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목적 1: 가장 사람 중심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원
목적 2: 인력 및 OPWDD 강화
목적 3: 주 전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

목적 1: 가장 사람 중심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원
서비스가 각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표 1.1: 커뮤니티 통합 개선
•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서비스를 성장시킵니다
• 보조 기술 및 환경 개선(예: 음성 장치 또는 휠체어 경사로)을 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합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표 1.2: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에게 서비스 제공
• 아이들이 사용하는 면제 서비스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동 돌봄 관리를 개선합니다

• 아이들이 위기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 1.3: 복잡한 요구 사항 충족
• 복잡한 요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개선합니다
• 집중적인 행동 지원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 위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가 복잡한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돕습니다
목표 1.4: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새로운 OPWDD 사무소
• OPWDD 가 모든 사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목적 2: 인력 강화 및 OPWDD
직접 관리 작업자를 지원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목표 2.1: 직접 지원 인력 개선
• 인력을 위한 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합니다
• 인력 교육 및 지원을 개선합니다
목표 2.2: OPWDD 의 데이터 사용 개선
• 기술과 OPWDD 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목표 2.3: 이해관계자 참여 개선

•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 및 공급자들과 함께 계속 만나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 3: 주 전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
서비스를 덜 복잡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목표 3.1: 지원 및 서비스 개선
• 자기 주도형
• 고용 및 일일 서비스
• 주택(Housing) 서비스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케어 관리/관리 조정의 품질 검토
목표 3.2: 규칙 변경
• 더 나은 규정을 통해 유연성을 높입니다
목표 3.3: 연구 및 혁신 지원
•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사람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합니다

보고 진행
OPWDD 는 www.opwdd.ny.gov 에 정기 업데이트를 공유할 것입니다.
OPWDD 는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