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자기결정 프로그램...무엇입니까?
자기결정 프로그램(Self-Determination Program, SDP)은 기존의 지역센터 서비스 제공
방식과 달리 고객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보다 폭넓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가족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기존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지원
인력을 채용하거나 지역사회 단체와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 프로그램은 고객과 가족에게 개인 프로그램 계획(Individual Program Plan, IPP)의
실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개인 예산을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랜터맨법(Lanterman Act)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있는 장애인 고객.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SG/PRC 고객(특정 유형의 장기 주거

SDP 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연방 기금에 대한 승인을 받는 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연방 기금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이
프로그램(SDP)은 3 년의 예비 도입 단계 동안
주 전체 최대 2,500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년의 예비 도입 단계 이후에는 모든 지역센터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의 규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고객.

관심이 있는 고객/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과 SDP
등록 전 안내 모임에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selfdetermination@sgprc.org 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SG/PRC 고객 이름
 SG/PRC 고객 생년월일
 SG/PRC 고객의 UCI(Unique Client
Identifier, 고유 고객 식별자)

이 프로그램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UCI 를 받으시려면,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거나
selfdetermination@sgprc.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방 기금이 승인 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해 SDP 등록 전 안내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SDP 등록 전 안내 모임에 참석한 후에,
고객/가족이 계속해서 SDP 참여하는 것으로
고려되기를 원하시면, 해당 고객의 정보를
발달서비스부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로 전달해 선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샌가브리엘/포모나 지역센터(SG/PRC)는
103 명의 고객에 대해 승인을 얻었습니다. 예비
단계에 참여할 SG/PRC 고객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작업은 DDS 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무작위 선택은 나이, 성별, 장애, 인종을 토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DDS 에 당신이 이해 관계자임을 밝히고 자기결정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dp@dds.ca.gov 로 DDS 에 이메일을 보내 귀하의 성명 및/또는 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성명과 담당 지역센터의 이름을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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