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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프로그램 (SDP): 비용을 지불할 수 있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정보는 현재까지 SDP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질의응답으로, 참가자 및 참가자의 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항목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더 포괄적인 서비스 항목의 목록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리져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및 서비스 

허용되지 않음, 허용됨 

또는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근거 

 
설명  

주거비 및 생활비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IPP)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주거 접근 

지원  

허용됨  

연방 정부 

면제 서비스 

코드 314  

개별 주택 전환 서비스(예: 거주 장소 물색 및 임차인 

신청 지원)  

개별 주택 및 임차 유지 서비스(예: 임차인/집주인 분쟁 

발생시 참가자 지원 또는 주거 재보증 지원)  

IPP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장애 

관련 환경 접근성 개선  
허용됨  

연방 정부 

면제 서비스 

코드 356  

건강, 복지 및 안전을 보장하거나 집 안에서 개인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장애 관련 주택 개조(예: 경사로, 

안전 손잡이, 문 개폐기)  

식사를 제공하는 하숙  허용되지 않음  

연방 면제 

프로그램에서 

금지  

렌트, 식료품, 식사, 호텔 숙박은 직접 구매할 수 

없으며(예: 임시 간호 직원 현금 지불) 환급을 받기 위해 

금융 관리 서비스(FMS) 기관에 청구됩니다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5/SDP_serviceDefinitions.pdf


붙임 B 

 

페이지 2/ 6 

 

일반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참가자의 장애로 인한 요구와 

관계없는 주택 개조 또는 개량  

허용되지 않음  

연방 면제 

프로그램에서 

금지  

장애로 인한 요구와 관련이 없는 주택 수리/보수 및 

주택 소유자 또는 집주인의 책임인 일반 물품(예: 

심미적 사유로 주방 리모델링, 수영장, 전기 기사 또는 

배관 서비스, 지붕 수리, HVAC 수리, 최신 가전제품으로 

교체)  

 

재화 및 서비스 

허용되지 않음, 허용됨 

또는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근거  설명  

이동 수단    

장애 관련 차량 변형 및 개조, 

해당 물품의 유지 및 정비  
허용됨  

연방 정부 

면제 서비스 

코드 377  

참가자의 장애로 인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참가자의 

주요 이동 수단인 자동차 또는 밴을 개조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예: 리프트, 경사로, 핸드 브레이크)  

참가자의 장애로 인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참가자의 

주요 이동 수단인 자동차 또는 밴에 적용된 개조 사항 

유지 및 정비  

차량 구매 또는 대여  허용되지 않음  

연방 면제 

프로그램에서 

금지  

이동용 차량 구매/대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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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요구와 관련이 

없는 차량의 개조 또는 개량  
허용되지 않음  

연방 면제 

프로그램에서 

금지  

장애로 인한 요구와 관련이 없는 차량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예: 새 림 또는 새 페인트 추가)  

정기적으로 예정된 차량 유지 

및 정비  
허용되지 않음  

연방 면제 

프로그램에서 

금지  

장애로 인한 요구와 관련이 없는 차량 수리 또는 일반 

정비(예: 새 타이어, 차량의 배터리 교체, 오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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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서비스 

허용되지 않음, 허용됨 

또는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근거  설명  

커뮤니티 통합    

커뮤니티 통합이 IPP 실행에 

필요한 것을 지원함  
허용됨  

연방 정부 

면제 서비스 

코드 331  

커뮤니티 통합은 참가자가 자신의 최대 기능 수준, 상호 

의존성 및 독립성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자조, 사회화,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사회화 및 지역 사회 

인식 제고, 소통 기술, 시청각 및 촉각적 인식 및 인지력 

경험, 자기옹호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학교, 치료 또는 기타 환경에서 배운 기술이나 학습 

내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또는 신체 

활동을 통한"(예: 공원에서 운동 수업, 공용 수영장에서 

수영 수업, 지역 화실에서 그림 그리기) 참가자 지원, 

참가자가 관심사를 탐색하거나 학업 능력을 

향상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수업, 또래 멘토링, 이동 서비스, 

우정 및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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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으로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예: 놀이공원, 콘서트 

티켓 또는 치료 및/또는 신체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레크리에이션)  

허용되지 않음  

연방 면제 

프로그램에서 

금지  

참가자의 장애로 인한 요구 및/또는 참가자의 IPP 

목표와 결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수한 오락 활동(예: 

고객을 위한 놀이공원 입장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 취미 용품, 텔레비전, 케이블 접속, DVD. 

 

재화 및 서비스 

허용되지 않음, 허용됨 

또는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근거  설명  

지출 계획 범위 밖의 재화 및 

서비스 
   

생활보조금(SSI)/주 정부 

보조금(SSP) 복원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부(DDS) 

정책  

이 서비스는 “전달되는(pass through)" 

서비스이며, 이는 리져널센터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캘리포니아 현금 혜택을 의미합니다. 

리져널센터는 개인이 SDP에 참여하는 동안 

서비스 코드 065를 통해 지출 계획 범위 밖의 

서비스에 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부 정책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는 

SDP에 참여하는 개인의 지출 계획 범위 밖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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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부 정책  

적절한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급여는 SDP에 

참여하는 개인의 지출 계획 범위 밖에서 

지급됩니다. 

보험 정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부담금에 대한 비용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부 정책  

보험 정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부담금 비용은 SDP에 참여하는 개인의 지출 

계획 범위 밖에서 지급됩니다. 

복지 및 공공시설법(W&I) 

섹션 4689(i)와 부합하는 주택 

임대 지원  

이용 가능: 예산 

산출/지출 계획에 

불포함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부 정책  

복지 및 공공시설법(W&I) 섹션 4689(i)에서 

허용하는 주택 임대 지원 비용은 SDP에 참여하는 

개인의 지출 계획 범위 밖에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