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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리져널센터 사무장  
 
제목:  자기 결정 프로그램: 개인 예산 및 지출 계획의 지속 
 
자기 결정 프로그램(SDP)의 핵심 원칙에 따라 참가자는 개인 예산으로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각 계획 팀은 

현재의 예산 연도 가 끝나기 전에 개별 예산을 참가자와 같이 의논하고 승인하며 다음 

연도 의 지출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리져널센터에 참가자가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것과 유사하게 리져널센터는 SDP 참가자가 

IPP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SDP에서 

이러한 책임은 등록한 참가자가 인증된 예산 및/또는 현재 지출 계획이 없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예산 및 지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리져널센터는 다음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속해야 합니다. 

• SDP 참가자가 IPP를 계속 실천하는 데 필요한 개별 예산 자금을 소진하지 않은 

경우 현재 예산 및 지출 계획의 마감일을 연장해 줌. 

• 일회성 지출을 제거하여 참가자의 전년도의 예산 및 지출 계획을 새로운 서비스 

구매의 승인으로 이어지게 해줌.  



 

 

리져널센터는 현재 예산 연도가 끝나기 최소 14일 전에 예산 및 지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참자자의 개별 예산 및 지출 계획이 어떻게 연장될 것인지 재정 관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새 예산 및 지출 계획은 이전 예산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치 통지서가 나옵니다. 조치 통지서는 

결정에 대한 상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적시에 이의를 제기한 

참가자는 이의 처리 과정에서 일회성 지출을 뺀 마지막으로 합의된 개인 예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예산 주기의 시작 날짜는 개별 계획 팀에서 합의합니다.  
 
 
리져널센터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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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가족 또는 제공자가 이 서신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리져널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VICKI L. SMITH, Ph.D. 

부사무차장(Deputy Director)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부(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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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a Castañeda, 발달장애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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