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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제 2호

알타 커넥션
고객, 서비스 제공자, 직원 업데이트 분기별 뉴스레터

사무장의 메시지
사무장 Lori Banales 

알타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ACRC)는 자기 판단 프로그램(SDP)을 출범시키
면서 선택권 및 사람 중심 사고를 존중합니다. SDP는 필요를 지원하는 서비스 
계획을 구상할 자유를 원하고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더 높은 수준
의 책임을 수용하는 모든 적격 고객들을 위한 두 번째 옵션입니다. 대외봉사 및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SDP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리저
널 센터에서는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을 전통적 서비
스 제공에서 자기 판단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면서 저희는 내부 체계를 개선하
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배워감에 따라,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레
터를 읽어가시면서 SDP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받으시게 됩니다. 

ACRC가 SDP 지원에 시간 및 노력을 기울여온 반면, 저희는 또한 직원 모집에 
중점을 두고 훌륭한 팀들로 사무실이 재충전될 수 있는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로 주정부가 전환함에 따라 리저널 센터 
역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오면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직무 일정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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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 메시지 -계속.
사무장 - Lori Banales

많은 직원이 핵심 사업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그들의 헌신을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원격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최소 주당 2일 사무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팬데믹 내내 저희 사무
실이 개방되었으나 직원들이 사무실 공간을 매움에 따라 그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보해 나아가면서 대중을 
상대하는 기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추는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뉴노멀에 서서히 적
응해 감에 따라 회의를 주최하고 커뮤니티를 다시 환영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직원 소개

Grass Valley부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Terry Lipper. Terry는 ACRC에서 16년을 근
무해왔습니다. 일반직으로 고용되어서 거주형, 아동 및 독립적으로 사는 성인의 업무
를 담당해서 지금의 역할에 공고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Terry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연민과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
는 진심어린 열정을 보입니다. Terry는 고객 및 가족과 신뢰를 형성하고 개방된 의사
소통을 하는 데 이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Terry는 강력한 옹호자이며 협력적이고 열의를 보이는 스타일로 고객들과 관련된 교
육구, 벤더 및 다른 기관과 협조를 잘 합니다. 최근 다수의 기관이 모인 회의에서, 종합
팀의 일원으로서 그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에 대해서 치하를 받았습니다. 

Terry는 오랫동안 알타에 근무한 이유가 고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개인적 목표를 결정하는 데 지원하면서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독려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장 외에서 Terry는 소설을 애독하며 책을 추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과 맞추어 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Terry의 통찰력 있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접근을 고객, 가족 및 동료들은 고맙게 생
각합니다. 그녀는 유머감각이 좋으며, 인기가 있고, 겸손하며, 신뢰할 수 있고,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그녀는 Grass Valley부의 소중한 일원이며 ACRC에 공헌하
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Terry를 알고 함께 일하는 것을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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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판단이란
자기 판단 프로그램 개괄

선택, 규제 및 책임 자신의 삶에 맞는  
서비스및지원

예산지즐결정 많은 지원 사람 중심

자기 판단 프로그램(SDP)
 SDP 프로그램이 알타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ACRC)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모든 적격 
고객들에 있어서 자기 판단 프로그램(SDP)이 두 번째 서비스 제공 옵션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이전에는, SDP 서비스 
모델이 발달장애서비스부가 초기 출범에 참여하도록 선정한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인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ACRC의 SDP 프로그램 참여 고객이 12명이였습니
다. 2022년 3월 1일 현재, ACRC는 프로그램 등록 고객 수가 79명입니다. 3월 데이터는 SDP 서비스 모델을 이용하는 고
객의51.9%가 다수 민족집단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나머지48.10%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SDP를 이용
하는 고객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ACRC는 프로그램 지원 직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2명의 참가자 선택권 전
문가(PCS)가 고용되었고 세 번째 지원자가 고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PCS 직원은 SDP 및 참가자 주도 서비스 교육을 제
공하고 서비스 코디네이터(SC), 기획팀에게 지원을 제공하면서 커뮤니티 일원들에게 대외봉사 및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
다. PCS 직원은 예산 준비 및 SDP 절차 이해에 있어서 기획팀을 도와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가자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SDP는 지원, 확인, 권한, 책임 및 자유라는 5개의 원칙을 기초로 합니다. SDP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많은 유연성을 제
공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지역사회의 일원 같이 아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재정 관리 서비스(FMS)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선택된 FMS 모델
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금 및 혜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비스 체계에서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ACRC가 벤더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합니다. 벤더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의 임금 및 혜택을 결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리저널 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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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판단 프로그램(SDP) -계속

ACRC는 SDP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 판단 자문 위원회(SDAC)와 협력해 왔습니다. SDAC 는 ACRC 및 캘리
포니아 발달 장애 협의회가 임명한 고객, 가족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달 두 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갖습니다. 회의가 대중에 공개되므로 의제 및 줌 링크를 보기 위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SDAC의 권
장사항 및 관점은 소중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권장사항은 고객 및 지역사회가 저희 웹사이트를 더욱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새로 설계된 형식으로 SDP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정
보가 게시될 경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사용자가 가지게 되고, SDAC에게 서면 대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 졌습니다.

2021년 5월에, SDAC는 특별 그룹을 구성해서 SDP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벤더 서
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그룹은 2021년 11월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2건의 교육을 제공했으며 최근 
FMS와 독립 촉진(Independent Facilitation)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두 개의 정보 세션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11월
에 SDAC는 ACRC의 관할 지역에 대한 SDP 시행 자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제안서를 검토하도록 소그룹을 
구성했습니다. 2022년 2월 3일에, 비영리단체인 Leap of Faith Family to Family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ACRC 고객 및 
가족을 위한 2건의 SDP 가상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했습니다. 소그룹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서 ACRC 관할 지역에서의 
SDP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SDP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접속가능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오리엔
테이션은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및 미국 수화를 포함해서 다수의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ACRC는 서비스에 대
해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할 경우 SC에
게 연락하십시오.

ACRC의 자기 판단 자문 위원회(SDAC)
SDAC 위원:

• Benita Shaw
• Lisa Cooley
• Kenya Martinez
• Sonya Bingaman
• Peter Mendoza
• Karen Mulvany

사진에 안 나온 위원
• Carmen Delgado
• Kimberly Terrell
• Meena Kalyanasundaram
• Tracy Lightenberg
• Pam Chueh
• Tom Hopkins
• Kelsey Handcock
• Daniel Meadows
• William 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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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Michelle Rewerts입니다. 저는 알타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의 고객이
며 고객 자문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제 취미는 요리, 요가, 댄스, 노래, 독서, 연기 및 공예품 만들기입니
다. 저는 독립적으로 산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자유의 몸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
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다니고 탁아소에서 일합니다. 저는 유아
들을 돌보는 것을 즐기고 5학년 및 6학년 아동을 위한 활동에서 주일 학교 교사를 돕습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계획합니다. 저는 대중연설에 대해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미래에 Yuba 
College로 돌아갈 것을 고려 중입니다.

독립적으로 살 것을 고려 중이라면 제 조언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집에서 이사 나오기 전에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순조롭
게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독립생활 서비
스 강사가 생활비를 대고 내 자신이 피지급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객 소개
여러분 Edison Jun을 만나보세요! Edison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꿈꾸는 창조적인 16
세의 청소년입니다. Edison의 부모님은 그의 성공이 언어치료, 인지 행동 치료 및 응용 행동 
분석을 포함해서 어릴 때 받은 많은 치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치료들로 Edison이 사람들과 
더 심오한 차원에서 연대를 갖고 실생활에서 교제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9학년인 Edison은 
Capital Innovations Academy에 재학 중이며 Sac City College에서 수학 및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 꿈은 엔지니어와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이고 지구를 보호하고 오염, 산불 
및 다른 재해에서 식물들을 구하고 싶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하고, 재사용이 가
능한 물병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도 싶어요. 작년에 저는 일주일 동안 iCan 자전거 캠프에서 자원봉사해서 젊은 특수 운동선수 Josh
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도왔어요. 일주일 동안 고전하더니 결국에는 환한 웃음과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었어요. Josh
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제 목표는 북부 캘리포니아 스페셜 올림픽의 리더십 그룹에 참여하고 2022년 미국 게임 스페셜 
올림픽에서 자원봉사해서 더 많은 젊은 특수 운동선수들을 돕는 거예요.” Edison자신이 수영선수로 북부 캘리포니아 
스페셜 올림픽과 Spare Time Aquatic Sharks이라는 두 개의 수영팀에 참여합니다. Edison은 총 8개의 금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Michael Phelps가 Edison의 역할모델입니다. “Michael은 강하고 빨라요, 특히 접영에서요.” Edison
은 최근에 1분 내에 자유형으로 100야드를 수영한 개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 번 목표는 그 자신의 기록을 깨는 것
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영 대회는 2019년 대한민국 수영대회였는데 50미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매우 길
어서 또 다시 랩을 시작하기 위해 돌 필요가 없었어요.”

창조성이 Edison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스톱 모션 비디오 찍기를 좋아해요. 스톱 모션이란 캐릭터를 약간 움직여
서 각 프레임의 사진을 찍는 애니메이션의 일종이에요. 모든 사진들을 플레이하면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죠. 저는 제 누나(여동생)가(이) 녹화하고 편집하는 것을 도와준 스톱 모션 비디오로 기후변화 콘테스트에서 우승
을 했어요.” 2020년 기후 동영상 챌린지 우승작품 링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youtu.be/B0MDsmQuV-Y. “사람들
이 볼 수 있도록 제 창작물을 공유하죠. 영화로 사람들이 웃고 즐기게 될 거예요. 제 긍정적인 자세가 스스로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즐기라고 항상 제게 말하죠.” TEDx 연설을 비롯해 Edison의 
창작물을 더 보려면 다음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dison+jun.

고객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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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초에, ACRC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COVID 확진자 수의 급증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COVID 
신속 검사 키트의 전국적 부족과 실험실로부터 검사 결과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이 대면 서비
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ACRC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공중보건부로부터 신속 검사 키트 공급품을 확보할 수 있었
으며 ACRC 벤더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할 지역 전역의 더 소규모 제공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COVID 신속 검사 키트 배포

2022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 리저널 센터 및 지역사회 협력 조직들이 의료복지 시설에 신속 검사 키트를 
배포했습니다. 저희 유바시티, 우드랜드 및 새크라멘토 사무실이 이 행사들을 주최했습니다. UCP도 돌아와서 이 배포
를 도왔습니다.
2022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 리저널 센터 및 지역사회 협력 조직들이 의료복지 시설에 신속 검사 키트를 
배포했습니다. 저희 유바시티, 우드랜드 및 새크라멘토 사무실이 이 행사들을 주최했습니다. UCP도 돌아와서 이 배포
를 도왔습니다. Weston 및 보좌관 Zach H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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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개발 업데이트
지난 분기 리소스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

소아 주간 의료

개인 또는 가족 교육 

전문 레크리에이션 요법

특별 치유 서비스

교통

환경 접근성

거주형 

특별 치유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교육 

• Merakey Competency 
Resortation Program 

• Ridgeline Pediatric Olivehurst 

• Prime Adult  
Development, Inc

• Therapeutic Riding and Off 
Track Rehabilitation

• Mindset Wellness

• Access Medical Care, Inc. 

• Grimes Heating and Air Inc.

• Love and Serenity of Elk 
Grove II

• Edenic Haven #3
• Ofodire Care Home II
• Pond Brook Home, Inc. 

• Mindset Wellness

지역사회 서비스 소개
육아 지원 서비스

ACRC가 임신 중이거나 현재 부모인 성인 리저널 센터 고객을 위한 전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셨습니까? 이 
서비스는 리저널 센터 고객 자녀들의 건강한 발육을 지원하는 훈련 및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피드백
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 서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ACRC 지역사회 서비스 전문가 Isabella Vega가 ACRC의 사
례 관리 직원들을 위한 상담 세션을 2022년 3월 9일에 주최했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은 이런 유형의 지원에 대해
서 자세히 배웠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을 만났습니다.

ACRC에는 현재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3 곳의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 Passport to Learning - 유바시티/메리스빌, 새크라멘토, 웨스트새크라멘토, 로즈빌, 나토마스, 오번, 노스하이랜
즈, 엘크그로브, 랜초코도바, 앤터로프, 카마이클, 데이비스, 우드랜드에서 서비스 제공. https://passport2learn.
com/parenting-support-services/

• On My Own Independent Living Services - 새크라멘토, 카마이클, 웨스트새크라멘토, 엘크그로브, 페어오크스, 시
트러스하이츠, 록클린, 로즈빌, 링컨, 랜초코도바, 폴섬에서 서비스 제공. https://onmyown-web.com/empow-
ered-parenting-program/

• Training Toward Self Reliance - 새크라멘토, 카마이클, 웨스트새크라멘토, 엘크그로브, 갤트, 우드랜드, 데이비스, 페
어오크스, 시트러스하이츠, 록클린, 로즈빌, 및 랜초코도바에서 서비스 제공. https://pcpsac.com/our-programs

폐쇄된 서비스 제공자
전문 건강/치료/교육 서비스

• Strategies for Change 
 ○ 소유주 변경. ACRC가 새 소유주 WellSpace 
Health 를 벤더로 하는 옵션 탐색 중.

 ○ 4년 이상 ACRC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

• Hardesty Small Family Care Home
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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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알아보는 ACRC
ACRC의 고객 수가 매년 약 1000명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2022년 3월 21일자 저희 고객: 
Early Start - 2,348 
Lanterman Clients - 24,841

Total = 27,189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PCS)는 자기 판단 프로그램(SDP)을 통해 그리고 참가자 주도 서비스에서 소비자 선택권 및 
통제권을 높이는 리저널 센터 서비스 옵션의 주제 전문가입니다. 이 직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2021년 
11월 4일자 DDS PCS 안내를 보십시오. ACRC는 세 명의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인 
Cynthia  및  Samantha는 벌써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ynthia James Samantha Carr 곧 채용 예정

세 번째 PCS가 
2022년 4월 중

순에 ACRC에 합
류할 것임

특집: 아티스트 프로필
이름: Cindy Benson,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아티스트, 직공, 
도예가, 장신구 디자이너
Cindy의 자기 소개: 제 이름은 Cindy Benson이고 Neighborhood 
Center of the Arts의 일원으로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꽃과 
풍경을 그리는 것, 장신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 보다도 직물 
짜기를 좋아합니다. Etsy 숍, TeeSpring 그리고 그래스밸리의 
커피숍에서 제 예술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술품을 팔아서 
수표를 받으면 기분이 좋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재미있고 
NCA 직원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일합니다.
Neighborhood Center of the Arts의 소개말: Cindy는 야심차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기있는 예술을 창조합니다. 그녀는 오직 
착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만듭니다. 장신구나 
직물 짜는 디자인이 진보적이지만 손으로 만든 예술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고전미가 있습니다.
예술품 구입 방법? https://www.ncagrassvalley.org(Etsy 숍으로 
가는 링크 포함)



“파트너십 구축, 선택권 지원”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                                                                           개빈 뉴섬, 주지사  

 

 발달장애서비스부  
1215 O Street, MS 9-90                   

Sacramento, CA  95814 

TTY:  711 

          (833) 421-0061 

 
 

2021년 11월 4일 

 

수신:   리져널 센터 사무장  

 

제목: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 

 

2021년 예산법에는 각 리져널 센터에 임기 3년의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720만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직위는 리져널 센터 서비스 옵션의 전문가로, 참가자 주도 서비스 

및 자기결정 프로그램(SDP)에서 고객의 선택과 통제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고객 케이스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는 리져널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SDP로 시기적절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고객과 가족을 지원하며, SDP를 비롯한 참가자 주도 서비스 옵션에 관하여 리져널 센터의 제도적 

지식을 구축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법규 및 리져널 센터 계약에 부합하도록 발달장애서비스부(이하 

'부서')는 리져널 센터가 각 리져널 센터와 부서 간에 SDP 관련 정보(예: 등록 활동, 등록 장벽, 부서 안내, 

리져널 센터 모범 사례) 공유를 적극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리져널 센터는 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선택권 전문가는 리져널 센터가 

SDP 및 참가자 주도 서비스 옵션과 관련된 특정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직위입니다.  

직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SDP 자금 사용의 적적성을 결정하는 주정부 규정과 연방정부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참가자 주도 

서비스 옵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리져널 센터 직원, 고객 및 가족에게 제공한다. 

2. 필요에 따라 서비스 코디네이터, 공정 심리 절차와 관련된 리져널 센터 직원 및 기타 리져널 

센터 직원에게 자기결정의 원칙, SD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SDP 참가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지역 자원봉사자 자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복지 및 공공시설법(W&I) 섹션 4685.8(r)(9)] 

3. SDP 등록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한다. [W&I 섹션 4685.8(r)(1)] 

4. 등록에 대한 우려 및 장벽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 가족 및 

공급자에게 참가자 주도 서비스 옵션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참가자 주도 서비스 

옵션의 인식을 제고한다. 

 

 



리져널 센터 사무장 

2021 년 11월 4 일 

2페이지 

 
 
 

5.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및 교육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각 이해 관계자로부터 지원, 

교육, 기타 전략의 효과에 관한 조언을 얻는다.  해당 계획에는 SDP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 

주도 서비스 옵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W&I 섹션 4685.8(r)(2)] 

6. 지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참가자 예산에 대한 추가 검토를 완료하고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교육, 프로그램 지침,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W&I 

섹션 4685.8(r)(5)] 

7. 메디칼(Medi-Cal) 신청을 위해 적격 고객 및 그 가족과 함께 일한다.  [W&I 섹션 4685.8(r)(4)] 

 

고객, 가족 구성원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이 프로그램 지침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리져널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리져널 센터에서 sdp@dds.ca.gov 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서명자: 

 

브라이언 윈필드(BRIAN WINFIELD) 

부사무차장 

 

cc: 리져널센터 관리자(Regional Center Administrators) 

리져널센터 고객 서비스 디렉터(Regional Center Directors of Consumer Services) 

리져널센터 커뮤니티 서비스 디렉터(Regional Center Community Services Directors) 

리져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연합(Association of Regional Center Agencies) 

Nancy Bargmann, 발달장애서비스부 

Maricris Acon, 발달장애서비스부 

Tim Travis, 발달장애서비스부 

Erica Reimer Snell, 발달장애서비스부 

mailto:sdp@dd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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