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 (ACDD)

네트워크 및 협력기관
2014년 1월 개정

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ACDD)는 발달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앨라배마주 시민들이 포용적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즐
길 수 있도록 함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와 협력기관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
록 해 왔습니다. 저희는 앨라배마주의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들을 찾아 그 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은 내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삶

기여

사랑

친구 되기 의견 말하기

웃음

배움

놀이

여행하기

함께 힘을 합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ACDD)는 발달장애인들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나는 할 수 있습
니다”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이 속한 커뮤
니티에서 성장하고, 나누고, 일하고, 섬기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
니다. 당신도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발
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 및 성인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
회들을 만들어 나갑시다.
더 많은 정보는 ACDD.org 또는 Facebook.com/acddal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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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 (ACDD)
주소: RSA Union Building · 100 North Union
Street Post Office Box 301410
Montgomery, Alabama 36130-1410
담당자: 엘마이라 존스-뱅크(Elmyra Jones-Banks)
전화: 334-242-3973 · 수신자 부담: 1-800-232-2158
웹사이트: www.ACDD.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ACDDAL
이메일: Myra.Jones@mh.alabama.gov

ACDD 네트워크 파트너
발달장애 교육, 연구, 서비스 우수 대학센터
(UCEDD)

미국 전역의 68개 발달장애 교육연구 우수 대학센터와 그 영역은 각
대학들과 연계되어 학문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발
달장애 교육연구 우수 대학센터(UCEDD)는 전국적인 독립 네트워
크이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국가자원을 대표해 이슈들을 발표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또한, 발달장애인 각 개인에게 필요한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는 관련센터이기도 합니다.
시버션 국제 연구 센터/스파크 센터
앨라배마 대학교 버밍햄(UAB)
933 19th St. South, CH19 Room 307 (센터위치) |
1720 2nd Ave., South (우편주소) Birmingham, AL 35294
센터장: 프레드 비아시니(Fred Biasini, PhD) · (205) 934-9465 ·
fbiasini@uab.edu 담당자: 신디 스위니(Cindy Sweeney), LGSW · (205)
934-1059 · csweeney@uab.edu 수신자 부담: (800) 822-2472
웹사이트: http://www.uab.edu/civitansparks

ACDD 네트워크 파트너
앨라배마 발달장애 권리옹호 프로그램
(ADAP)

앨라배마 발달장애 권리옹호 프로그램(ADAP)은 연방정부가 지원하
는 미국장애인 P&A(보호 및 권리옹호) 제도의 일환입니다. 앨라배마
발달장애 권리옹호 프로그램(ADAP)은 앨라배마주 장애인들의 권리
를 보호, 증진, 확대하기 위해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앨라배
마 발달장애 권리옹호 프로그램 (ADAP)은 발달장애인 각 개인이 의
미있는 선택을 하고 이를 통해 자기결정을 실현하고 인생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앨라배마 발달장애 권리옹호 프로그램 (ADAP)
주소: The University of Alabama
PO Box 870395, Tuscaloosa, AL 35487-0395
담당자: 제임스 터커(James A. Tucker, Esq.)
전화: (205) 348-4928 · 수신자 부담: (800) 826-1675
청각장애인 전화: (205) 348-9484
이메일: adap@adap.ua.edu
웹사이: http://www.adap.net

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
(ACDD)
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ACDD)의 사명은 앨라배마주의 발달장
애인들의 자립, 지지, 생산성, 포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ACDD)는 발달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앨라배마
주 시민들이 포용적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즐길 수 있
도록 함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권리에 관한 법령(P.L.106-402)에 따라 인정된 권한 아래,
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ACDD)는 ACDD 2011-2016 주 계획에 따
른 재정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ACDD는 고용, 건강관리, 주거,
교육, 훈련분야의 프로젝트와 계획을 지원합니다.

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 (ACDD)
주소: RSA Union Building · 100 North Union
Street Post Office Box 301410
Montgomery, Alabama 36130-1410
담당자: 엘마이라 존스-뱅크(Elmyra Jones-Banks)
전화: 334-242-3973 · 수신자 부담: 1-800-232-2158
웹사이트: www.ACDD.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ACDDAL
이메일: Myra.Jones@mh.alabama.gov

앨라배마 주지사 장애담당 사무소
(GOOD)
앨라배마 주지사장애담당사무소 (00% 의사명은교육 고용 주
거 교통 건강관리 여가분야에서앨라배마주의장애인들에대한
포용을돕는것입니다 앨라배마 주지사 장애담당 사무소(GOOD)
는 크게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담당합니다: 앨라배마주 안에서 장애
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정보교환기관 역
할, 주지사 및 주지사 사무실에 장애인 이슈를 알리는 연락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기능으로는:
• 장애인 이슈에 대한 위탁 자원 및 관련 모든 정보 수집.
• 앨라배마 주지사 장애담당 사무소(GOOD)는 사회보장제에 따른 사고 장애 신청을 담당
하지 않습니다.

• 앨라배마 주지사 장애담당 사무소(GOOD)는 미국 장애인 결의안 및 관련 법안에 의거
하여 무료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앨라배마
주지사 장애담당 사무소(GOOD)는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주정부 기관
•
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앨라배마 주지사 장애담당 사무소(GOOD)
수석보좌: (334) 293-7228
사무장: (334) 293-7189 (몽고메리) · (205) 290-4540 (버밍햄)
수신자 부담: (888) 879-3582
ADA 핫라인: (800) 205-9986
이메일: marlene.word@good.alabama.gov · graham.sisson@good.alabama.gov
웹사이트: http://www.good.alabama.gov

앨라배마 아동부

앨라배마 아동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일합니다:
• 주 및 지방 정부와 어린이 시민단체의 의사소통과 조율 수립
• 아동 및 가족 복지 투자를 위한 부가적 자원 모색
• 앨라배마주의 가정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연결.
• 아이들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강화.

담당자: 릴레타 젠킨스(Liletta Jenkins)
전화: (334) 353-2700
이메일: liletta.jenkins@dca.alabama.gov
웹사이트: http://children.alabama.gov

앨라배마 교육부; 특수교육서비스

앨라배마 교육부 특수교육 서비스(SES)는 장애아동뿐 아니라 앨라
배마의 영재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앨라배마 교육부 특수교육 서비스(SES)는 교육기관들이 모든
연방 및 주 법안과 규제를 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독해야 하
는 책임이 있습니다. 앨라배마 교육부 특수교육 서비스(SES)는 특수
교육 문제에 대한 변론 및 중재에 대한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정당
한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담당자: 다리 챔버스(DaLee Chambers)
전화: (334) 253-1815
이메일: daleec@alsde.edu 웹사이트: http://www.alsde.edu

앨라배마 고용노동부

앨라배마 고용노동부(DHR)는 아동보호 서비스, 성인보호 서비
스, 위탁가정 및 입양, 보육 서비스,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식품보
조 분야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앨라배마 고용노동부
(DHR)는 앨라배마 전역의 각 군(카운티)에 최소 하나 이상의 사무
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신고하여 적
절한 지방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DHR의 지역 군(카운티) 사무실
로 연락바랍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착취, 방임, 학대로 의심되
는 사례가 있으시면, 1-800-458-7214 또는 aps@dhr.alabama.gov 로
신고해주세요.

전화: (334) 242-1310 (일반문의)
웹사이트: www.dhr.state.al.us

앨라배마 정신건강부

앨라배마 정신건강부의 장애담당부서는 저소득층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의료 보장 제도를 통해, 주 전역에 걸쳐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뿐 아니라 매일 매시간 단위로 운영
되는 지원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스티브 라프레니르(Steve Lafreniere)
전화: (334) 242-3454 · (334) 242-3701
이메일: steven.lafreniere@mh.alabama.gov
웹사이트: http://mh.alabama.gov

앨라배마 공중보건부

앨라배마 장애 및 건강프로그램은 2012년에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질병대책 및 예방센터의 3년 보조금을 통해 수
립되었습니다. 앨라배마는 미 18주 중 건강분야에서의 평등을 촉
진시키고, 만성질병을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
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정된 재정 기반 주
들 중 하나입니다.

연락처: 로리 오펀트(Laurie Eldridge Auffant)
전화: (334) 206-5300
이메일: laurie.eldridge-auffant@adph.state.al.us
웹사이트: http://www.adph.org

앨라배마 재활 서비스부

앨라배마 재활치료 서비스부 (ADRS)는 연령대별로 이어지는 서비
스를 통해 모든 연령의 장애인들을 지원합니다. 25개 지역사회 사
무소를 통해, 아래의 4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67개 모든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본 서비스들은 제공됩니다.
•
•
•
•

앨라배마 초기 개입 시스템, 출생 이후 3세까지
아동 재활 서비스, 출생 이후 21세까지
직업 재활 서비스, 청소년 및 성인
직업 재활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레디-넷(READI-Net)
(고용 및 장애 정보 처리망 자원)
• 앨라배마주 독립 생활/가정 기반 서비스 (SAIL) 중증장애인
지원 서비스
담당자: 린다 햄스(Linda Hames)
전화: (334) 293-7500
이메일: linda.hames@rehab.alabama.gov
웹사이트: http://rehab.alabama.gov

앨라배마 노인복지부

앨라배마 노인복지부(ADSS)는 고령자 및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주정부 부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노인/장애인/530 의료보장제도 면제 프로그램과 선택사항
을 제공하며, 노화 및 장애 자원센터 (ADRC)를 통한 상담을 지원
합니다. 앨라배마 노인복지부는 노인요양사를 위한 교육 및 휴식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기숙사, 요양원에
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13개의 각 지역노화
센터는 계약와 보조금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지
역기관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자: Shakriah Tajuddin
전화: (334) 242-5743
이메일: shakirah.tajuddin@adss.alabama.gov
웹사이트: http://adss.alabama.gov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MEDICAID)

앨라배마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EDICAID) 기관은 발달장애
인을 돕기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면제 프로그
램을 운영합니다. 지적장애 및 노인대상(LAH)면제 프로그램은 중
급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과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ADICAID)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
됩니다. 지적장애 및 노인대상(LAH)면제 프로그램은 앨라배마 저
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ADICAID)기관과 앨라배마 정신건강부
간의 협조를 통해 운영됩니다. 위 프로그램은 3세 이상의 지적장애
인 또는 관련 조건의 진단을 받은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모니카 아브론(Monica Abron)
전화: (334) 242-1742
이메일: monica.abron@medicaid.alabama.gov
웹사이트: http://www.medicaid.alabam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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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발달장애 위원회 (ACDD)
RSA Union Building ∙ 100 North Union
Street Post Office Box 301410
Montgomery, Alabama 36130-1410
전화: 334-242-3973 수신자 부담: 1-800-232-2158
www.ACDD.org
Facebook.com/ACDDAL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