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S 를 통한 취업
재활 서비스부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www.dors.maryland.gov
MSDE DORS 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2 가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 직업 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VR) 프로그램
• 취업 전 과도기 서비스(Pre-Employment Transition Services,
Pre-ETS)
직업 재활 (VR)
DORS 의 VR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통합 환경 내에서 경쟁력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경쟁력 있는
통합된 취업이란 장애인이 비장애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최저 임금이 보장되며, 같은 업무를 하는
비장애인 직원의 임금과 같습니다.)
수혜 자격이 있을 경우, DORS 상담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흥미, 능력 및 목표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상담 및 결정
• 취업 준비 교육
• 현지 고용 시장 요건 충족 자격을 갖추어 주는 기술 교육

• 직업 찾기 및 취업 알선 서비스
• 업무 코치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 기술 솔루션
VR 의 수혜 자격
• 장애 정도가 높은 분을 먼저 지원해드립니다. 장애 정도가
낮은 유자격자는 서비스 대기자 명단에 올려 드립니다.
• 사회보장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및
사회 보장장애 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수혜자는 자동으로 이 서비스의 수혜 자격이 있지만, 대기자
명단에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는 자금 상황에 따라 제공되며, 반드시 DORS 의 개인별
취업 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의
일부여야 합니다.
• 귀하의 소득에 따라 일부 서비스와 제품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전 과도기 서비스 (PRE-ETS)
DORS 는 특히 “장애 학생”에게 Pre-E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중등학교에 입학해 있고 현재 수료, 졸업 또는 자퇴하지 않은
학생, 또는 중등 과정 후의 학점 이수 프로그램이나
전국/주에서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해 있는 학생;
• 최소 14 세 이상, 22 세 미만; 그리고
• 장애(예를 들어, IEP 또는 504 플랜에 의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섹션 504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 학생.
확인된 요건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적
Pre-ETS 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구직 상담
• 학교 내외에서 제공되는 기회가 포함된 업무 기반 학습 경험,
전통적인 학교 환경 외 경험, 및/또는 인턴십
• 종합적 과도기 교육 또는 중등교육 후 교육 프로그램 입학에
대한 상담 및 기회 제공
• 사교 및 독립생활 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 현장 준비 교육
• 자기주장 교육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DORS 의 Pre-ETS 자료표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웹사이트 방문: www.dors.maryland.gov

410-554-9442, 또는 무료 전화 888-554-0334
화상 전화: 443-798-2840
이메일: dors@maryland.gov
일반 VR 서비스에 추가하여 시력 상실 및 비전 서비스를 위한
DORS 사무국(Office for Blindness & Vision Service, OBVS)은
다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시력 상실한 55 세 이상 분들에 대한 독립 생활 서비스
•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의 연방 및 주 건물에서 소규모
가판대 운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메릴랜드 비즈니스 관리(Management of Maryland
Business for the Blind).
• 16~54 세 사이 고객을 위한 시각장애인 기술(Blindness
Skills)에 대한 조정.
DORS 는 또한 볼티모어 북동부에서 인적자원 및 기술
센터(Workforce & Technology Cente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WTC 라는 한 지붕 아래에 경력 교육, 재활 기술, 경력 평가, 구직,
운전자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차별 금지에 대한 고지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또는 프로그램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이, 인종/출신국, 피부색,

장애, 성 주체성/표현, 결혼 상태,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적
취향을 바탕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보이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단체 가입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서 규정에 관련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 Baltimore Street - 6th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1-2595
410-767-0426 - 음성 • 410-767-0431 - 팩스
410-333-6442 - TTY/TDD
이 문서에 대한 문의는 DORS 홍보실 (Public Affairs Office), 전화
410-554-9435 로 연락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교육부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직업 재활 서비스부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American Job Center Network 의 자랑스러운 파트너
YouTube 와 Facebook 의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dors.maryland.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