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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 Waiver (DD Waiver)

 서비스들 및 지원 옵션

의료 보조 공학 (Assistive Technology (AT))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연간 최대 $5000 

의료 보조공학 (AT)은 주정부 의료지원 (State Plan for Medical Assistance) 계획에 들어 있지 않
는  특수 의료장비, 물품, 장치, 조절 또는 의료 기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AT는 개인
이 일상 생활 활동 (ADL)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인지, 제
어 또는 소통 할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거나; 또는 개인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조 용품 및 
장비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의료장비, 의료수정, 또는 직접적인 의료 혜택에 
대한 필요성들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가정, 차량, 지역 사회 활동 환경 또는 주간 프로그램에
서 개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AT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장 
됩니다. 

주정부 의료지원 (State Plan for Medical Assistance) 계획에서 이미 보장하는 장비 또는 용품은  
구매할 수 없다. 지원 코디네이터는 (Support Coordinator) 요청하기 전에 안건이 주정부 의료지원 
계획에서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 계획 서비스 (Benefits Planning Service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1 시간 단위 

혜택 계획 서비스는 사회 보장 혜택 (SSI, SSDI, SSI / SSDI)을 받는 개인이 모든 혜택에 영향을 주
는 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서 또는 지침을 작성하는 서비스 입니다. 혜택 계획 
을 통해 개인은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직업을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직업인이 경제적 독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과 관련된 문서 개발이 포함되며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혜택 계획 및 분석
 • 고용 전 혜택 분석
 • 고용 변화 혜택 분석
 • 작업 인센티브의 개발 및 수정



 • SSA 혜택 문제 해결
 • Medicaid Works (버지니아의 Medicaid Buy-In 프로그램)

동반자 (Companion) (본인 또는 대행사 통해 선정) (Self (Consumer 
Directed) and /or Agency-Directed) 
(Self (본인선정) 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하루 최대 8 시간 

동반자 서비스는 18 세 이상의 성인에게 비의료적 치료, 사회화 또는 지원을 제공 합니다. 이 서비스
는 개인의 집이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식사 준비, 세탁, 쇼핑 등의 업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  가벼운 청소 업무 보조
•  자가 투약에 대한 보조
•  지역 사회 접근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보조

개인 보조 (Personal Assistance) 및 주거 지원과 (Residential Support) 달리 동반 서비스는 일
상 생활 활동 (예: 화장실, 목욕, 옷 입기, 몸단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 
가능한 활동은 "일상 생활의 필수 활동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식사 준비, 쇼핑, 
지역 사회  통합 등)에 중점을 둡니다.

개인 지원 (Personal Assistance) 서비스  (본인 또는 대행사 통해 선정)  
(Self (Consumer Directed) and /or Agency-Directed) 
 (Self (본인선정) 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1 시간 단위; 개인 지원은 면허가 있는 주택의 주거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개인 지원 (Personal Assistance) 서비스는 예를 들면 일상 생활 활동, 일상 생활의 필수 활동, 지역 
사회 접근, 본인 투여 약물 또는 기타 의료 요구 모니터링,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 업무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건강 상태 및 기능적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 및 지역 사회 환경에서 제공 
됩니다.

각 개인 / 가족 / 보호자는 개인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예상대로 업무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전 통지 없
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백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욕이나 샤워, 화장실 사용, 일상적인 개인 위생 기술, 옷 입기, 이동 등과 같은 일상 생활 활동 

(ADL) 지원
•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 지원
•   약물 및 기타 의료 요구에 대한 지원
•   식사 준비 및 음식 섭취 지원
•   침대 정리, 먼지 제거 및 청소와 같은 가사 활동, 세탁, 식료품 쇼핑 등
•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지원
•   개인의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및 지역 사회 활동
•   대소변 보조 프로그램, 신체 운동 범위, 멸균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상처 치료
•   외부 카테터 관리는 간호사가 훈련한 사람이 시행

위탁 시간 (Respite) (본인 또는 대행사 통해 선정) (Self (Consumer 
Directed) and /or Agency-Directed) 
(Self  (본인선정) 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 합니다.)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1 시간 단위; 회계 연도 당 최대 480 시간; 무급 1 차 간병인 전용 

위탁 시간 서비스는 가족 또는 무급 보호자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는 임시 대체 돌봄 서비스입
니다.  이 위탁 서비스는 긴급 부재, 또는 보호자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서
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집이나  독립해서 거주하는 곳에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건강 상
태 및 기능적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 및 독립해서 사는곳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이서비스에
는  "일상 생활의 필수 활동”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에 대한 지원을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본인) 주도 옵션들 (Self-Directed Options: Consumer-
Directed (CD) Facilitation)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단위: 방문당; 초기 및 6 개월 재평가 

소비자 (본인)가 서비스을 찾는 (Consumer Directed (CD)) 서비스 모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고용주 (EOR - Employer of Record) 이며 채용, 교육, 감독 및 해고를 담당합
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소비자 지향 (CD) (동반자, 개인 지원, 위탁 시간) 서비스는 대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본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줌 (CD Services Facilitation)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주는 서비스 제공 모델은 개인, 가족 / 보호자 또는 고용주 
(Employer of Record)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준비, 지시 및 관리하는데 적절하게 지원합니다.  서비
스 제공자는 지원 코디네이터와 (case manager/ support coordinator) 협력하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며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직원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의
료 지원 서비스부 (DMAS)에서 요구하는대로 동반자, 개인 지원 및 위탁 시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시설 기반 위기 지원 (Center-based Crisis Support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1 일; 30 일 단위로 연간 최대 6 개월 

시설 기반 위기 지원은 위기 치료 시설 (Crisis Therapeutic Home)에서 장기적인 위기 예방과  안
정화를 펑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및 치료 환경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계획 및 응급 입원을 통해 위기 
치료 시설에  입원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된 입원은 지속적인 위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에서 치료를 제공합니다.  위기 안정화 서비스는 확인된 행동 건
강 요구 사항 및 / 또는 가정 내에서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에게 제공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평가 및 안정화 방법
•  약물 관리 및 모니터링
•  행동 평가 및 긍정적 행동 지원
•  집중 치료 협력
•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위해 주변 사람 교육
•  행동과 관련된 기술 구축 지원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개인을 감독

지역 사회 기반 위기 지원 (Community-based Crisis Support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1 일; 30 일 단위로 연간 최대 6 개월 

지역 사회 기반 위기 지원은 여러 번의 정신 건강 문제로 입원 경력이 있고; 빈번한 약물 변경;  정신 
건강 또는 행동 문제로 인해 필요한 인력 강화; 및 / 또는 빈번한 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개인에게 
가정 및 지역 사회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기 지원 직원은 개인 및 현재 지원 제공자 또는 가족과 
직접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방법과 계획은 코칭, 교육, 모델링, 역할극, 문제 해결 또는 직접적인 지원
을 통해 제공됩니다.  서비스와 지원은 일시적인 집중 서비스로 응급 정신 병원 입원  또는 기관 배치 
또는 본인 집 밖에서 살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평가 및 안정화 방법
•  약물 관리 및 모니터링
•  행동 평가 및 긍정적 행동 지원
•  집중 치료 협력
•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대한 주위 사람의 교육
•  행동과 관련된 기술 구축 지원

지역 사회 코칭 (Community Coaching)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1 시간 단위; 주당 최대 66 시간 또는 다른 날 옵션과 함께 사용 

지역 사회 코칭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 또는 기술
을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위해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에 (community 
engagement) 설명되어 있고 다음을 포함하는 지역 사회 활동 및 기회에 대한 참여를 통한 방법 구
축 (skill building) 입니다.
•  지역 사회 활동 및 행사, 자원 봉사 등
•  지역 사회 교육 또는 문화 활동 및 이벤트
•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 및 지원
•  지역 사회에있는 동안 일상적인 필요
•  지역 사회에있는 동안 개인의 자기 관리, 식사 및 개인적인 필요를 지원
•  다양한 지역 사회 환경에서 1:1 감독을 통해 개인의 안전 보장

지역 사회를 참여 (Community Engagement)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1 시간 단위; 주당 최대 66 시간 또는 다른 날 옵션과 함께 사용 

지역 사회 참여 (Community Engagement)는 일반인들과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유지하거나 능력을 증진시켜서 사회적 행동 육성, 대인 관계 능
력, 독립성 증가, 및 고용 가능성을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지역 사회 교육 또는 훈련, 은퇴 및 자원 봉
사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는 지역 사회를 학습 환경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지
원 하면서 촉진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고 개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다양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고용된 사람은 제외).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지역 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지역 사회 참여는 개인의 중심 계획 (Person Centered Plan) 및 개인 선택에 



(individual choice) 따라 제한이 가장 최소화 되고 (least restrictive) 가장 통합 된 환경에서 제공
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지역 사회의 활동 및 이벤트
•  지역 사회, 교육 또는 문화 활동 및 이벤트
•  무급 업무 경험 (즉, 자원 봉사 기회)
•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 관심사, 능력 및 능력 발견을 포함
•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 유지
•  성과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본인 주도적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및 교육
•  특히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지역 사회 협업 및 사회적 연결 (즉: 노인 센터, 예술위원회 등과 같
은 지역 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사회 가이드 (Community Guide)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1 시간; 연간 최대 6 개월의 승인 기간; 커뮤니티 가이드 (COMMUNITY GUIDE)와 또래 멘토 (PEER 
MENTOR)의 시간당 지급 비용이 다릅니다.  

지역 사회 가이드 서비스에는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포함됩니
다.  지역 사회 가이드는 개인 중심 계획을 (Person Centered Plan)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와 지원으로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및  지역 사회 관계를 잘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의 관심사를  알고 결정 하기 위해 개인과의 대면 접촉을 포함합니다.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또래 멘토 서비스 포함 (Peer Mentor Services)
또래 (Peer) 멘토 지원 서비스는 특별히 교육을 받은 또래 지원 멘토가 제공하는 개인 중심의 
(Person Centered) 서비스고, 또래 멘토는 이 서비스를 전에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으며 발달 장애
가 있습니다.  또래 지원은 개인이 지역 사회 생활, 직업, 사회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
회와 경험을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줍니다. 

위기 지원 서비스 (Crisis Support Service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1 일; 제한은 구성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위기 지원 서비스는 위기 예방, 위기 개입 및 위기 안정화 분야에서 적절하게 훈련된 직원이 지역 사
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행동 또는 정신과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지역 사회에서 계
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 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개
인을 안정시키고 현재의 생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기 지원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기 예방 ( crisis prevention) 서비스 —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시작
하여 개인의 의학적, 인지적 및 행동적 상태뿐 아니라 자해, 방해 (다른 사람들), 또는 파괴적 행동의 
예상되는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합니다.  

위기 개입 (crisis intervention) 서비스 — 위기 중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자들
의 즉각적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위기 안정화  (crisis stabilization) 서비스 — 상황의 예민함이 해결되고 관련 사람들의 건강과 안
전에 더 이상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위기를 일으킨 모든 요인을 완전히 이
해되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지도 모를 때, 이 상황의  외부인이며, 훈련된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사
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 가정 기반 서비스 (Electronic Home-based Service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연간 최대 $5000 

Smart Home ©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DD Waiver 또는 주정부 의료지원계획
을 (State Plan for Medical Assistance) 통해 달리 제공되지 않은 전자 장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소모품 구매가 포함되며, 개인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개인의 거주지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적절한 장비/장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하니 평가,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교
육,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의 중심 (person centered) 서비스 계
획에서 확인된 필요한 것들을 (개인이 지역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있는 기회들을 증가 및 개선 할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또는 서비스가 다른 Medicaid 서비스
의 혜택을 감소시키고 (예: 직원 지원에 대한 의존); 그리고 / 또는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리고 
/ 또는 가정 환경에서 개인의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 수정 (Environmental Modification)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연간 최대 $5000 

환경 수정은 개인의 가정 또는 차를 알맞게 바꿔서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거나 개인이 더 큰 독
립성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사로 및 가로대 설치, 출입구 



확장, 욕실 시설 개조 또는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특수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설치
가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 같이 사는 가족 또는 지속적인 연락을 하
는 가족, 또는 비급여 보호자의 자동차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주간 (낮 시간) (Group Day)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1 시간; 주당 최대 66 시간 또는 다른 날 옵션과 함께 사용 

그룹 주간 (낮 시간) 서비스는 획득, 유지 또는 개선으로 보인 스스로 하기 (self help), 사회화, 지역 
사회 통합, 고용 가능성 및 적응 능력을 위한 방법 구축 (skill building)이나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
래와 상호 작용, 사회  통합 및 소셜 네트워크 향상을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그룹 주간 (낮 시간) 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하지
만 방법을 구축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퇴행성 상태 경우) 그룹 주간 (낮 시간) 지원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대신 기술 유지, 기능 유지, 퇴행 방지 또는 늦추는데 초점
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룹 주간 (낮 시간) 서비스는 개인 중심 계획에 나열된 모든 신체적, 작업 또는 말하는 치료 / 언어 치
료와 조정되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활동에는 다음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자기, 사회 및 환경 인식 능력 발전
•  지역 사회  자원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행동 발전
•  자원 봉사 및 지역 사회 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
•  경력 목표 설정을 포함하여 경력 계획에 참여
•  지역 사회 환경에서 유급 고용에 필요한 기술 발전

그룹 홈 주거 (Group Home Residential) 
응용할 수 있는 WAIVER:  CL 
제한:  단위 1 일 

이 서비스들은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일상적인 지원, 일반 지원 및 안전 지원들을 개인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거주하는 데 필요한 본인 스스로 하기 (self help), 사회화 및 적
응 방법을 습득, 유지 또는 개선 할 수 있도록 주로 면허가 있거나 승인된 거주지에서 제공됩니다.

그룹 홈 주거 서비스 비용을 Medicaid에서 환급 받으려면 개인 중심 계획 (person- centered 
plan)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문서화 되어 있고 숙박과 식사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개인
이 요구해야 합니다. 그룹 홈 주거 서비스는 가정에 상주하는 유급 직원이 수행하는 지속적인 (하루 
최대 24 시간)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그 집에 거주하는 한 



명 이상의 개인에게 동시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i) 그룹 홈 또는 (ii) 성인 위탁 양육 
제공자의 집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필요에 따라 지원 제공과 방법 발전 (이전의 교육) 구성 요소의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 지원된 고용 (Group Supported Employment)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1 시간 단위; 주당 최대 40 시간 

그룹 지원된 고용 서비스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경쟁력 있고, 
최적화된 고용이나 자영업 (재택 기반 자영업 포함)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때 최저 임금 이상의 보상
을 받는데 도와주거나 또는 장애가 없는 개인이 수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관례적인 임금 및 급여 수준 이상을 받게 도와줍니다. 

그룹 지원 고용은 일반 비즈니스, 산업 및 지역 사회 환경의 직원이 2 ~ 8 명의 장애인 그룹에 제공하
는 지속적인 지원이며 일반인 및 장애가 없는 동료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사회 
에서 장애가 있는 이동식 작업자이나 또는 소규모 작업자 그룹으로 고용하는 기타 비즈니스 기반 작
업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지원 고용은 직장으로 통합과 해당 직장에서 장애 유무와 상관 없이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공 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직무 관련 발견 또는 평가
• 사람 중심의 (person centered) 고용 계획
• 장래 고용주와의 협상
• 현장 교육, 평가 및 지원
• 업무 관련 방법 발전
• 필요한 경우 운송에 대한 보장

독립적인 삶을 살게 도와 주는생활 지원 (Independent Living 
Support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제한: 단위: 1 개월;  주당 최대 21 시간;  면허 주택에는 제공되지 않음 

성인 (18 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지역 사회에서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 환경
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및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지역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및 지원



• 사회적 능력 향상 및 관계 유지
• 건강, 안전 및 체력 향상 또는 유지
• 의사 결정 및 자기 해결 향상
• 의미있는 지역 사회 참여 촉진 
•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발전 및 지원

개인 및 가족 / 보호자 교육 (Individual and Family/Caregiver 
Training)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제한:  개별 지원 플랜 당 최대 80 시간 

개인 및 가족 / 보호자 교육은 waiver 서비스를 받는 개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교육 및 상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 상 "가족"은 waiver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함께 거주
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무급 사람들로 정의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 위탁 가족, 권한을 위임받
은 대리인 또는 인척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개인 및 가족 / 보호자 교육은 (개인의 )서면(으로) 개인 
중심 계획에 (Person-Centered Plan)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활동:
• 가족 또는 보호자의 간병 및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교육에 참여
• 개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거나 또는 자기 판단 / 자기 옹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
안된 교육에 참여

개인을 위해서 지원된 고용 (Individual Supported Employment)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1 시간 단위; 주당 최대 40 시간 

지원되는 고용 서비스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경쟁력 있고, 최
적화된 고용이나 자영업 (재택 기반 자영업 포함)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때 최저 임금 이상의 보상을 
받는데 도와주거나 또는 장애가 없는 개인이 수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
하는 관례적인 임금 및 급여 수준 이상을 받게 도와줍니다. 

개인을 위해서 지원된 고용은 일반적으로 통합 고용 또는 자영업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직업 코치가 
일대일로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결과는 개인 및 경력 목표를 충족하는 직업에서 일반 인
력과 통합 환경에서 최저 임금 이상으로 유지되는 유급 고용입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직무 관련 발견 또는 평가
•  사람 중심의 (person centered) 고용 계획
•  직업에 대한 발전



•  장래 고용주와의 협상
•  현장 교육, 평가 및 지원
•  업무 관련 방법 발전
•  필요한 경우 운송에 대한 보장

재택 지원 서비스 (In-Home Support Service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단위: 1 시간;  3 명 이하의 개인을 지원합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집, 가족의 집, 또는 지역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주 서비스이며 일반
적으로 개인, 가족 또는 기타 무급 보호자을 보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일상적인 지원 및 안전 지원을 개인 가정 및 지역 사회 기
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보인 스스로 하기 (self help), 사회화 및 적응 방법을 습
득, 유지 또는 개선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비의료 수송 (Non-Medical Transport)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마일 당 

비의료 수송 서비스는 서비스 계획에 (Service Plan) 명시되어 있고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waiver 및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 또는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도
록 직장, 자원 봉사 장소, 가족 또는 친구의 집, 시민 단체 또는 클럽, 공개 회의 또는 기타 시민 활동,  
및 종교 활동 장소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42 CFR §431.53에 따라 필수
의 의료 수송 및 주정부 계획에 (State Plan) 있는 수송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PER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1 달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 (PERS)은 비상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
비스입니다.  PERS 서비스는 하루 중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하며 장기간 정기적
인 보호자가 없고 또는 광범위한 감독이 필요한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PERS는 가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개인 전화로 24 시간 유인 비상 호출 대응 
시스템 또는 모니터링 센터에 전화를 거는 양방향 음성 통신으로 의료 또는 환경 응급 상황에 대한 응
급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PERS에는 약물 모니터링 장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PERS 서비스는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집에 
없을 때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약물 모니터링 장치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개인이 PERS 서비스와 약물 모니터링 서비스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개인 간호 (Private Duty Nursing)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단위: 15 분 

심각한 의학적 상태 및 / 또는 복잡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개인을 위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시
간제 또는 간헐적 치료와는 대조적으로)를 병원, 요양 시설 또는 ICF-IID가 아닌 집에 머무를 수 있도
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의사가 인증해야 합니다.  간호는 등록 간호사 (RN) 또는 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 (LPN)가 등록 간호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 또는 기타 
커뮤니티 환경에서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  약물 투여 및 기타 치료

공유 생활 (Shared Living)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단위: 1 달; 만 18세 이상 

공유 생활이란 룸메이트가 waiver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동일한 가정에 거주하고 합의된 한도의 지
원을 제공하여 총 임대료, 음식 및 유틸리티 비용 중 룸메이트의 몫은 Medicaid 자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 생활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친교는 대화, 게임, 공예, 산책, 심부름, 약속, 사교 및 여가 활동에 동행하는 것
• 강화 된 안정감은 거주지 안팎에서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
• 개인 관리 및 일상 생활 작업은 식사 준비, 가벼운 집안일, 약 복용과 같은 일은 동반자 사용 시간 중 

2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전문 간호 (Skilled Nursing)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단위 15 분 

전문 간호는 제공된 지원의 의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 될 수 있는 시간제 또는 
간헐적 치료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 건강 기준을 (“home health care criteria”) 충족하지 



않지만 비간호 직원이 제공할 수 없는 특정 전문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심각한 의학적 상태와 복잡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waiver 프로그램에 등록 된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전문 간호 서비스는 정기적으
로 또는 간헐적으로 개인의 가정 또는 기타 지역 사회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문 간호
사가 할 수 있는 일들, 방문 간호사 감독,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 약물 투여 및 기타 치료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간호 업무와 일치하는 약물 및 기타 의학 관련 절차를 관리할 목적
으로 개인의 지원 계획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가족, 직원 및 기타 사람에 대한 교육, 상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감독법 [Nurse Practice Act].
     
스폰서 주거 (Sponsored Residential) 
응용할 수 있는 WAIVER:  CL 
제한:  2 명 이하의 개인 지원 

스폰서 주거 서비스는 면허가 있거나 DBHDS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가 승인한 스폰서 주거 주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은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일상적인 지원, 일반 지원 및 안전 지원들을 개인 가정 및 지
역 사회 기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보인 스스로 하기 (self help), 사회화 및 적응 
방법을 습득,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주로 면허가 있거나 승인된 거주지에서 제공됩니다.

스폰서 주거 서비스 비용을 Medicaid 에서 환급 받으려면 개인 중심 계획 (person- centered 
plan)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문서화 되어 있고 숙박과 식사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개인
이 요구해야 합니다. 스폰서 주거 서비스는 가정에 상주하는 유급 직원이 수행하는 지속적인 (하루 최
대 24 시간) 서비스입니다.

스폰서 가족이 수행하는 지속적인 (하루 최대 24 시간) 서비스의 형태로 개인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이 지원은 필요한 지원에 따라 동일한 집에 거주하는 최대 2 명의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또
는 동시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주거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지원 제공과 방법 발전 (skill building) (이전의 교육) 구성 요소의 
대한 기대가 포함됩니다.



지원되는 생활 (Supported Living)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단위: 1 일; 공급자 제어 설정에서 만 

지원되는 생활은 DBHDS 면허를 받은 공급자가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거주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되는 생활 서비스의 방법 구축 (skill building), 일상적인 지원 및 안전 지원을 개인 가정 및 지역 사
회 기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본인 스스로 하기와 사회화 및 적응 방법을 습득, 유
지 또는 개선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급 직원이 수행하는 24 시간 직원 
서비스로 개인에게 생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그 
집에 거주하는 한 명 이상의 개인에게 동시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지역 사회 리소스 사용
• 개인 관리 활동
• 친구 관계 넓히기 및 긍정적인 관계
• 구축 방법
•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일상 활동
•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지원

전환 (비용)서비스들 (Transition Services) 
응용할 수 있는 WAIVER:  BI, FIS, CL 
제한:  평생 최대 $ 5000; 승인 후 9 개월 이내에 지출 

전환 서비스들은 시설, 면허 또는 승인된 공급자가 운영하는 거주지에서 개인이 생활비를 직접 책임
지는 개인 거주지로 전환하는 반복되지 않는 (1 회성)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허용되는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또는 주택 임대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
• 지역 사회 거주지에서 살 때 필요한 가구, 창 덮개, 음식 준비 품목, 시트와 수건들 포함하여 필수 비
품

• 전화, 전기, 난방 및 수도를 포함한 유틸리티 설치비 또는 보증금
• 입주 전 해충 퇴치 및 1 회 청소 등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
• 이사 비용
• 출생 증명서,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얻기 위한 수수료
• 필요를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고, 조달하는 활동



전환 서비스는 서비스 계획 ( Service Plan)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
공되며, 개인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거나 다른 출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없는 경우에 제공됩
니다.

치료 상담 (Therapeutic Consultation)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단위: 1 시간 

치료 상담은 waiver을 받은 개인이 고용하는 직원 및 또는 가족 / 보호자가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로 
평가, 계획 설계 및 교육을 지원해 줍니다.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심리학
•  언어 및 언어 병리학
•  행동 상담
•  치료 레크리에이션
•  작업 요법
•  물리 요법
•  재활 공학
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개인 지원 계획을 (Individual Support Plan) 기반으로 하며 임상적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하고 지역 사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추가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치
료 상담 서비스는 개인 지원 계획에서 확인된대로 개인의 원하는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의 집이나 적절한 지역 사회 환경 (예: 면허 또는 승인 된 가정 또는 주간 지원 프로그램)에서 받
을 수 있습니다. 

직장 지원 (Workplace Assistance) 
응용할 수 있는 WAIVER:  FIS, CL 
제한:  단위: 1 시간; 주당 최대 40 시간 

직장 지원 서비스는 직업 개발을 완료하고 직업 배치 교육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했지만 고용을 유
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직업 코치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직장 지원 서비스는 직업 코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완합니다.  직업 코치는 계속해서 전문적인 감
독과 직업 코칭 개입을 제공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행동, 건강, 시간 관리 또는 현장 재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장 지원 서비스는 직장 지원
이 주 목적이지만 개인 간병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활동은 일반적으로 직업 코치가 제공하는 직업 기술 훈련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  서비스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공된다 (필요한 장소와 시기)



•  직업 유지 및 직장 상황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  직원 대 개인 비율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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