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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지역 센터 상임 관리자
제목: 자기 결정 프로그램의 실행 지원을 위한 지원 기금

복지 기관(W&I)법 4685.8(g)조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SDP)
실행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에 지원금이 할당되었습니다. 본 서신의 목적은 해당
지원금의 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지역 내 지원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지역 자원봉사 고문 위원회(LVAC)와 필수적으로 협력하는 것 등이 지침에 포함됩니다.
W&I 법 4685.8(g)조는 지원금이 SDP 참가자가 본인의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서비스 부서(DDS)는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

자립 조력자 모집 및 교육

•

참가자, 가족, 지역 센터, LVAC 구성원 및 기타 관계자의 공동 교육

•

SDP로의 전환 관련 지원 및 코칭

•

지출 계획 개발 지원

•

연사/발표자, 자료 수정안 개발 관련 비용을 비롯한 방향성 지원

•

지속적이고 공유되는 학습 및 문제 해결 기회를 육성하는 협력 그룹/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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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AC는 SDP 실행 및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센터 및
LVAC는 지역 참가자의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제공되는 지원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지역적 니즈에 맞게 합의를 도출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잠재적 사용처, 2020/2021 회계연도 중 지역 센터별로
사용 가능한 금액 및 지원금 사용처 결정을 위한 추천 단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동봉
서류 1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경우 sdp@dds.ca.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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