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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결정 프로그램 실행 지원금  

 
 

복지 및 공공시설법(W&I) 섹션 4685.8(f)에 따라, 2021-22 회계 연도에 대한 자기결정 

프로그램(SDP) 실행 지원금이 리져널센터에 할당되었습니다.  본 서신의 목적은 재정 

지원을 위한 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역 자원봉사자 

자문위원회(LVAC)와 협력을 포함하여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 및 공공시설법(W&I) 섹션 4685.8(f)에 따르면 지원금은 SDP 참가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부서 및 리져널센터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령에서는 주 전체의 자기결정 자문 

그룹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서비스부(DDS)가 참가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을 증대시키고, 불균형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 전체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지원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중 언어, 이중 문화 자립 촉진자의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자립 촉진자 채용 

및 양성.  

• SDP에서 과소 대표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 내 자기 옹호자 및 

가족들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 참가자, 가족, 리져널센터, LVAC 회원 및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합동 훈련  



 

 

• 지출 계획 개발 지원  

• 지속적인 공유 학습 및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 단체/워크숍. 

 

DDS는 SDP의 성공적인 구현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 전역의 자기결정 자문위원회(Self-Determination Advisory Committee)에 별도로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져널센터 사무장  

2022년 2월 11일 

2페이지  

 
 
 

LVAC는 SDP의 이행 및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리져널센터와 

LVAC는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참가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금 용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역별 필요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자금의 잠재적 용도, 각 리져널센터 부문에서 2021-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금액 및 자금 용도 결정을 위한 권장 단계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붙임 1을 참조하십시오.  

 

본 서신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 sdp@dds.ca.gov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서명: 

 

MARICRIS ACON  

부사무차장(Deputy Director)  

연방 프로그램부  

 

cc:   리져널센터 관리자(Regional Center Administrators)  

 리져널센터 수석 상담사(Regional Center Chief Counselors)  

리져널센터 커뮤니티 서비스 디렉터(Regional Center Community Services 

Directors)  

 리져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연합(Association of Regional Center Agencies)  

 주 발달장애인 협의회  

 Nancy Bargmann, 발달장애서비스부(DDS) 

 Brian Winfield, 발달장애서비스부(DDS)  

 Carla Castañeda, 발달장애서비스부(DDS) 

 Jim Knight, 발달장애서비스부(DDS) 

 Tim Travis, 발달장애서비스부(DDS) 

 Erica Reimer Snell, 발달장애서비스부(DDS) 

mailto:sdp@dds.ca.gov


붙임 1 

4 | 페 이 지  

 

 

자기결정 프로그램(SDP) 실행 지원금 

 

이 붙임 문서와 동봉한 서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복지 및 공공시설법(W&I) 4685.8(f)에 

따라 SDP 실행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잠재적 용도 및 용도 

결정, 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세부 내용 

지원금 우선 

지출 부문 

지원금 우선 지출 부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립 촉진자 채용/양성 – 이중 언어, 이중 문화 자립 촉진자에 

중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자립 촉진자의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는  

채용, 발달 및/또는 교육 제공, 번역/통역사, 교육 

 제공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협력 단체/워크숍 - 학습 및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자 및 가족, 공급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또는/그리고 정기적인 회의입니다.  경비에는 연사/발표자의  

출장비, 번역/통역사, 자료, 회의 공간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습 기회/정보 공유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LVAC/참가자들과의 협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합동 훈련 –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의 자기 옹호자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참가자, 가족, 리져널센터 

직원 및 지역 자원봉사자 자문위원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합동 훈련은 SDP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집단적 이해를 높이는 공유 학습 기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경비에는 발달 및/또는 교육 제공, 번역/통역사, 교육 

제공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SDP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코칭 - SDP로 전환하는 참가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참가자에게 가장 적합한 재정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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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결정, 구인/직원 고용 제안, 대체 인력 계획 수립 방법 등 

부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지출 계획 개발 - 참가자 본인의 지출 계획을 통한 개인 

예산 용도 개발을 지원하며, 재정 관리 서비스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인정된 필요 사항 – 참가자의 요구와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할 항목/활동입니다. 

자금 사용 

방법 결정 

가용 자금을 활용할 최선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LVAC 및 

리져널센터는 SDP 실행 시 지역의 필요 사항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공동 평가를 기반으로, 선택한 각 부문에 사용될 예상 금액을 

포함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부문(상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파악한 각 부문의 세부 항목 견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 비용 일부에 대한 논의는 예상 금액을 

통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LVAC 와 리져널센터가 

공동으로 sdp@dds.ca.gov 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자금 우선 지원 부문 목록 

• 자금 우선 지원 부문에 할당된 예상 금액 

• 결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용도는 본 지침과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은 

LVAC 와 리져널센터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 

다음 페이지에 명시된 금액이 각 리져널센터에 할당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자금의 용도는 LVAC 와 리져널센터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리져널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협회에 해당 비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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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배분은 SDP 의 초기 구현 기간 중 각 리져널센터의 SDP 자리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SDP 참가자 지원금- 2021/2022 회계 연도* 

리져널센터 각 리져널센터의 SDP 

자리 

이용 가능한 지원금 

ACRC 179 $146,064 

CVRC 140 $114,243 

ELARC 110 $89,760 

FDLRC 73 $59,568 

FNRC 60 $48,960 

GGRC 68 $55,488 

HRC 99 $80,784 

IRC 256 $208,896 

KRC 95 $77,522 

NBRC 66 $53,856 

NLACRC 183 $149,331 

RCEB 154 $125,664 

RCOC 151 $123,216 

RCRC 55 $44,880 

SARC 125 $102,000 

SCLARC 110 $89,760 

SDRC 207 $168,915 

SGPRC 95 $77,520 

TCRC 110 $89,760 

VMRC 100 $81,600 

WRC 64 $52,224 

합계 2,500 $2,040,011 

*자금은 2024 년 3 월까지 소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