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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발달장애 자문위원회 5개년 주 정부 계획 

제안 목적과 목표 

2022 ~ 2026 회계연도(한국어) 
(The DDC Five-Year State Plan 2022-2026 - Korean Language)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다양성, 평등 및 포용력 

문화 및 언어 능력 

사람 중심의 사고 

사회적 정의 및 교차점 

인권 및 시민권 

리더십 및 권리 옹호 

협업 
 

사명선언문 
 

컬럼비아 특별구 발달장애 자문위원회(DDC)는 DC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더 큰 독립성, 포용력, 자율권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지원합니다. DDC는 옹호 활동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포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합니다. DDC는 2000년도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 공법 106-402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 1: 자기 결정, 권리 옹호 및 리더십 
2026년 9월까지, 정체성이 다양한 시민들을 포함하여 DC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a) 

자기 결정, 권리 옹호, 리더십에 대한 지식 및 능력, 그리고 b) 평등과 포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목표 1 

2026년 9월까지 DDC는 (a) 발달장애인이 이끄는 최소 하나의 자기 권리 옹호 조직을 강화하고, (b) 

자기 권리를 옹호하는 리더들에게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지닌 다른 예비 발달장애인 리더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지원하고, (c) 전장애 발달장애인의 참여, 문화적으로 다양한 리더십 및 옹호 

활동의 연대를 지원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포용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의 설계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옹호 활동 및 리더십 포지션에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DDC는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파트너(조지타운 대학교 발달 장애 우수센터(GUCED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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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법률 서비스 DC 장애인 권리 (P&A))와의 협력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최소 5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15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2 

2026년 9월까지 DDC는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을 갖춘 자원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족 참여 및 

교육을 통해 라틴계 및 히스패닉계 발달장애인의 지식 및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라틴계 및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의 강점과 극복력을 바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지식 및 

리더십 능력 향상, 스페인어 및 평이한 언어로 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리더십 포지션을 담당하는 

라틴계 및 히스패닉계 구성원 확대, DC 커뮤니티에서 평등과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을 갖춘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DDC는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파트너(조지타운 대학교 발달 장애 우수센터(GUCEDD) 및 대학교 법률 서비스 DC 장애인 권리 

(P&A))와의 협력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최소 5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5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별 격차: 워싱턴 DC의 라틴계 커뮤니티에 대하여 문화적, 언어적 역량을 갖춘 서비스, 지원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개인과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가족들을 참여시키고 커뮤니티의 

강점과 극복력을 존중하고 라틴계 커뮤니티의 복잡한 필요와 가족 역학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목표 3 

2026년 9월까지 DDC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서비스와 지원, 

사회 정의 이니셔티브, 커뮤니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포용하는 다른 정책들을 지원하는 정책 

옹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통해 장애인 활동가들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입니다. DDC는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파트너(조지타운 대학교 발달 장애 우수센터(GUCEDD) 및 대학교 법률 서비스 DC 장애인 

권리(P&A)), 커뮤니티 리더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최소 3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5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적 2: 고용 
2026년 9월까지 DDC는 a)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과 관련하여 커뮤니티를 지원 및 교육하고, b) 

커뮤니티와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의 혜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c) 포용력 있는 근무 

환경을 강화하며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 기회를 지원하여 고용을 중심으로 파트너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평등한 고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목표 1 

2026년 9월까지 DDC는 DC 기반 고용주와 DC 커뮤니티 사이에서 기관, 조직 및 고용주와의 협력을 

통해 고용 우선 및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춘 다면적이고 진화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 형식의 발달장애인 고용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보다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된 환경에서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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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최소 3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5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2 

2026년 9월까지 DDC는 DC 정부 내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고용 기회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최소 하나 이상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옹호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보다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DC 정부 내에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최소 

5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5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적 3: 커뮤니티 생활 
2026년 9월까지 문화적 정체성이 다양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커뮤니티 내에서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능력, 자원,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표 1 

2026년 9월까지 DDC는 전문가, 보조금 수령자, 커뮤니티 활동가 및 기타 개인 및 가족 중심적 사고, 

문화 및 언어적 역량, 리더십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정보, 지원, 교육 및 능력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개인과 가족 중심 원칙, 문화 및 언어적 역량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평등, 사회 정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용력을 증진하는 

지역 사회 리더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DDC는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파트너(조지타운 대학교 발달 

장애 우수센터(GUCEDD) 및 대학교 법률 서비스 DC 장애인 권리(P&A))와의 협력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최소 3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10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2 

2026년 9월까지 DDC는 위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안전한 관행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대인 관계(사회적, 직업적, 친교적 및/또는 성적)를 탐구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지식, 

능력, 기술을 증대시켜 대인 관계에 참여하고 지원하며 우리의 사회적 관점에서 이러한 관계의 

수용과 포용을 향한 문화적 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소 3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10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3 

2026년까지 DDC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동안 서비스 및 지원의 

전환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교육법(IDEA) 파트 C에서 파트 

B로의 전환, 2차 전환 및 의료 전환을 포함하며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목표는 각 전환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 능력 및 기술을 확대할 것입니다. DDC는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파트너(조지타운 대학교 발달 장애 우수센터(GUCEDD) 및 대학교 법률 서비스 

DC 장애인 권리(P&A))와의 협력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최소 3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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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75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4 

2026년 9월까지, DDC는 장애인 커뮤니티를 환영하는 기술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커뮤니와 교류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역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완전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장벽을 줄일 것입니다. (최소 5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100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5 

2026년 9월까지 DDC는 DC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장벽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과 

접근성을 갖춘 주택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접근성을 갖춘 주택에 대한 옹호 

활동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최소 2개 조직이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25명 

이상의 개인이 5개년 계획에 걸쳐 이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