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

개빈 뉴섬, 주지사

발달장애서비스부
1215 O Street, MS 7-40
Sacramento, CA 95814
TTY: 711
(833) 421-0061

2022년 1월 13일

수신:

리져널센터 사무장

제목:

자기결정 프로그램 – 재화 및 서비스

자기결정 프로그램(SDP)의 주요 원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본인의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IPP)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예산을 조절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구매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SDP의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DP 예산에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개별 예산이나 SDP 지출 계획에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기에 앞서, 기획팀은 재화나 서비스가
IPP에 명시된 필요성이나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붙임 A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IPP의 필요성이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참가자와 기획팀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서비스부의 2019년 1월 11일 개별 예산 및 지출 계획에 관한 지침에서 언급했듯이,
SDP 자금은 다음과 같은 재화 및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하여 연방 정부 센터의 승인을 받음

•

다른 자금 출처(예: 메디칼(Medi-Cal), 재가 지원 서비스, 학교 등)를 통해 이용할 수 없음

그러나 IPP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예산의 지원 외에 고객이 추가 재화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붙임 B는 지출 계획에서 개별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침과 개별 예산 범위 밖에서 처리할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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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정 결정하기(참가자 주도 재화 및 서비스)
SDP에는 "참가자 주도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된 서비스 유형이 허용됩니다. 붙임
C에는 기획팀에서 서비스 코드 333, 참가자 주도 재화 및 서비스를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흐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서신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sdp@dds.ca.gov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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