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자기 결정 프로그램(Self-Determination Program) 

 참가자를 위한 재무 관리 서비스 유형 

 

부서 웹사이트의 FMS FAQ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자기 결정 프로그램(Self-

Determination Program)의 각 참가자는 리져널 센터에서 제공하는 FMS(재무 관리 

서비스: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 공급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FMS 공급자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지불인(Bill Payor) 또는 재무 대리인(Fiscal 

Agent). 이 모델은 사업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됩니다. 2. 공동 

고용주(Co-Employer). 이 모델은 참가자가 고용주의 일부 역할 및 책임을 FMS 와 

공유하고자 할 경우 사용됩니다. 3. 단독 고용주(Sole-Employer). 재무/고용 

대리인(Fiscal/Employer Agent)으로도 알려진 이 모델은 참가자가 서비스 공급자의 

직접 고용주가 되려는 경우 사용됩니다.    

귀하와 FMS 공급자 간 업무 및 책임의 구분 방식은 다음 차트에 표시됩니다. 

 FMS 모델 유형 

업무 청구서 지불인 공동 고용주 단독 고용주 

기타 사업체 또는 공급자의 지출 

계획안에 명시된 품목 및 서비스 

금액을 지불합니다. 

FMS FMS FMS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누가 고용합니까? 

• 필요한 기술 결정 N/A FMS 의 

도움을 받아 

귀하께서 

결정  

FMS 의 

도움을 받아 

귀하께서 

결정 

• 임금 및 복리후생 결정 N/A 귀하 및 FMS 귀하 및 FMS 

• 인터뷰 지원자 N/A 귀하  귀하  

• 근로자의 고용 자격 확인 N/A 귀하 및 FMS 귀하 및 FMS 

• 고용 대상 결정 N/A 귀하 및 FMS 귀하 및 FMS 

• 자기 결정 서비스 공급자 

경력 확인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력 확인 준비 

N/A FMS 및 

고용하려는 

근로자 

FMS 및 

고용하려는 

근로자 

• 서비스 공급자의 경력 확인 

통과 여부 검증 

N/A FMS FMS 

 FMS 유형 

업무 청구서 지불인 공동 고용주 단독 고용주 

고용주는 누구입니까? 품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공급자 

귀하 및 FMS 귀하 

감독 및 근무 기록 승인 

https://www.dds.ca.gov/initiatives/sdp/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11/SDP_BackgroundChecks_20191101.pdf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11/SDP_BackgroundChecks_2019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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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스케줄 설정 N/A 귀하 귀하 

• 업무 감독 N/A 귀하 귀하 

• 근무 기록 승인 N/A 귀하 귀하 

근로자 급여 및 세금  

• 임금 지불 N/A FMS FMS 

• 필수 정부 세금 납세 N/A FMS FMS 

• 세금 신고 번호 취득 N/A FMS 귀하 

• 모든 세금 신고 N/A FMS FMS 

보험 및 규정 준수 

• 책임 보험 가입 N/A FMS 귀하 

• 산재 보상 보험 가입 N/A FMS 귀하 

• 고용법 준수 보장 N/A 귀하 및 FMS 귀하 및 FMS 

• 지불 전에 RC 문서를 통해 

서비스가 HCBS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N/A FMS FMS 

예산 관리 

• 참가자가 1년 치 자금을 

보유하는지 확인 

귀하 및 FMS 귀하 및 FMS 귀하 및 FMS 

• 참가자 및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월별 지출 

보고서 제공 

FMS FMS FMS 

 

리져널 센터는 FMS 공급자의 유형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MS 

공급자 목록은 FMS 연락처 목록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MS 

공급자를 찾는 데 리져널 센터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와 그 가족은 

서비스에 대해 두 곳 이상의 FMS 에 연락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와 FMS 공급자가 FMS 서비스 비용을 결정하지만 해당 비용은 발달장애 

서비스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최대 요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서비스 비용은 

참가자의 개인 예산에서 지불됩니다. 하지만 FMS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개인 예산 

인상은 불가합니다. 

https://www.dds.ca.gov/initiatives/sdp/financial-management-service-contact-list/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2/SDP_FMSRates_201902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