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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저희와 연결하세요

사명
‘메릴랜드 발달 장애 위원회’
의 사명은 장벽을 없애고 기회를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에게 있어
중요한 저희 위원회의 게시문, 공표 자료, 자금 지원
기회, 그리고 다른 적시의 뉴스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뉴스 게시판에 등록하시고
저희 소설 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출하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혁신을 권장함으로써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 info@md-council.org
전화 : 410.767.3670 • 1.800.305.6441
웹사이트 : www.md-council.org
217 E. Redwood Street, Suite 1300
Baltimore, Maryland 21202

메릴랜드 발달
장애 위원회
역량 강화 • 기회 • 참여

역량 강화
기회 • 참여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저희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하고

저희 위원회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개인 및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 정책 입안자들에게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및

일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저희는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교육시키고

우선사항을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알립니다.

역할을 하는 ‘주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잠재성을 최대한 발위하며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위원회 멤버십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정책, 업무 수행, 법률, 그리고

메릴랜드 발달 장애 위원회의 회원들은 주지사에

서비스를 옹호합니다.

의해 임명되며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 그 가족,

•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들의 희망, 꿈,

서비스 제공자, 주 기관 대리인, 그리고 ‘장애인
권리 및 발달 장애를 위한 메릴랜드 센터 대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립니다.
• 사람들의 생활, 학습, 일, 그리고 지역사회 즐기기를

위원회 자금 지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메릴렌드 발달 장애 위원회는 저희 사명과

권장합니다.

일맥상통하는 폭넓은 범위의 활동을 수행하는

• 격리 및 차별을 조장하는 장벽과 적극적인 어울림과

조직 및 단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제한의 파괴를 옹호합니다.

소규모 장학금, 교육, 교육 행사를 위한 후원,

• 사람들의 기여와 능력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그리고 다른 크고 작은 계획들이 포함됩니다.

높임으로써 차이를 존중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며
어울림과 공평함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여 그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멤버십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md-council.org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800.305.6441로 연락해 주십시오.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와 지도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법률 기관 메릴랜드 발달 장애 위원회는 1971년에 설립된 자체 규율 독립 기관이며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을 통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능 및 발달 장애 관리 부서’를 통해 관리되는 연간 연방 자금 지원 배정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