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2020

Waiver 시스템 탐색에 대한 질문과 응답 (FAQ)
Waiver 란 무엇입니까?
Waiver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장기 지원 시스템입니다 (예: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 Waiver를 받
으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들은: 장애인을 1:1 로 도와주는 사람, 보
호자를 위한 위탁 시간, 그룹 홈 지원들, 장기 취업 또는 주간 서비스, 의료 보조 공학, 환경 수정, 간호 서비스
등.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Waiver의 포괄적인 서비스 목록은 이 유
인물 뒷부분에 있습니다.
Waiver 가 필요한 사람과 waiver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보고 주변 환경을 관리하거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waiver를 고
려해야 합니다. Waiver는 장기 발달 장애 지원을 위한 유일한 공공 기금입니다. 발달 장애 waiver를 신청하
려면 명확한 발달 장애 진단 및 IQ 점수가 필요하며, CCC (Commonwealth Community Care) Plus
waiver를 신청하려면 명확한 장애 진단 및 의학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IQ 테스트는 자격증을 소지 한 심리학
자가 (학교, 보험 또는 개인 비용을 통해) 실행 합니다. 처음 진단을 22 세 이상에 받거나 재검사를 할 때 22
세 이상인 경우, 22 세 이전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가 (예: IEP, 의사의 진술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 활동에 대한 기능적 도움이 필요하고 waiver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Waiver 의 유형들은 무엇입니까?
이 유인물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waiver (Community Living (CL),
Family and Individual Supports (FIS), Building Independence (BI)) 와 CCC Plus waiver를 설명합니
다.
3 가지 장애 waiver 프로그램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CL은 의
료, 행동 또는 지원 요구가 극도로 높은,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무휴 24 시간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FIS는 일부 경우 야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하루 중 몇 시간에서 긴 시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대다
수의 사람들을 위한 waiver 입니다. BI는 상당한 수준의 자립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일할 수 있지만 가끔 감독
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Waiver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3 년마다 SIS (Supports Intensity Scale)
라는 검사를 통해 평가를 받아 필요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장해인은 이 세 가지 waiver 프로그램 안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적절한 서비스를 재공하는 waiver로 이동할 수 있지만 때때로 대기 기간이 있
습니다.
CCC Plus Waiver는 발달 장애가 있거나 65 세 이상이고 상당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
니다. 그 서비스는 주로 간호 및 위탁 시간과 부분 간호입니다.

Developmental Disability Waiver Services

Residential
(주거)

그룹 홈 (Group Home)
- 24 /7 직원이 있는 집에서 3-7 명의 장애
인이 거주합니다. 주거지에는 24 시간 동
안 교대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Community
Living (CL)
Waiver

Family &
Individual
Support
(FIS) Waiver

X

독립 생활 (Independent Living)
- 방법 구축에 중점을 두고 더 큰 자립을 준
비하는데 지원을 가정에서 합니다.

fi

Building
Independence
(BI) Waiver

X

공유 생활 (Shared Living)
- 공유 생활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숙식비를
환급받으며 장애인과 같이 생활합니다.

X

X

X

스폰서 주거 (Sponsored Residential)
- 장애인이 면허가 있거나 승인한 스폰서 주
거 주택에서 유급 간병인과 함께 생활 합니
다.

X

지원되는 생활 (Supported Living)
-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해 최대 24/7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 공급자가 소유한 거주지

X

X

Day &
혜택 계획 (Bene ts Planning)
Employment
-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개인이 이러한 혜
(주간 (낮시간) & 택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서비스
고용)

X

X

X

커뮤니티 코칭 (Community Coaching)
- 1:1 지원을 통해 특정 방법을 구축하거나
고용 및 커뮤니티 참여자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도와줍니다.

X

X

X

지역 사회 참여 (Community
Engagement)
-지역 사회를 학습 환경으로 사용하여 고용
가능성과 자립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X

X

X

주간 (낮시간) (Day Support)
- 일반적으로 무급이며 방법 개발을 포함하
는 센터 또는 커뮤니티 기반 지원

X

X

X

취업 지원 (단체 및 개인) (Supported
Employment (Group and Individual))
-경쟁력있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지원

X

X

X

Developmental Disability Waiver Services

Family &
Individual
Support
(FIS) Waiver

Building
Independence
(BI) Waiver

Day &
Employment
(주간 (낮시간) &
고용)

직장 지원 서비스 (Workplace
Assistance)
- 초기 직업 훈련과 직업 배치 교육을 완료
했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 코치 서
비스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

X

X

In-Home
거주지에서

동반자 서비스 (Companion Service)
- 1:1 친목 및 모니터링

X

X

환경 수정 (Environmental
Modi cations)
- 거주지 주택 또는 차량 수정에 연간 최대
$5000

X

X

재택 지원 서비스 (최대 24/7) (In-home
Support Services)
- 방법 구측 중점을 둔 거주지에서 1:1 서비
스

X

X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 비상 서비스와 연계 된 전자 안전 모니터
링 시스템

X

X

위탁 시간 (Respite)
- 가족 또는 무급 보호자가 쉴 수 있는 보조
시간을 제공 하는 임시 대체 돌봄서비스 입
니다

X

X

의료 보조 공학 (Assistive Technology)
- 자립 /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용 품목
에 대해 연간 최대 $5000

X

X

X

지역사회 가이드 (Community Guide)
- 개인 중심 계획을 실행하는 돼 정보와 지
원으로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및 지역 사회
관계를 잘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X

X

X

위기 지원 (센터 및 지역 사회 기반) (Crisis
Supports)
- 위기 예방, 위기 개입, 및 안정화

X

X

X

Community
Supports
지역 사회 내에
서 살도록 지원
해 주는 서비스

fi

Community
Living (CL)
Waiver

X

X

Developmental Disability Waiver Services

Medical
의료

Other
기타

Community
Living (CL)
Waiver

Family &
Individual
Support
(FIS) Waiver

Building
Independence
(BI) Waiver

전자 가정 기반 지원 (Electronic Homebased Supports)
-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유급 직원 대신 개인
에 더 큰 자립성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할 지
원 항목; 연간 최대 $5000.

X

X

X

비 의료 운송 (Non-medical
Transportation)
- 개인의 지원 계획 및 목표와 관련된 위치
로의 운송에 대한 환급

X

X

X

개인 간호 (Private Nursing)
- 상당한 의료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위한
1:1 지속적인 간호

X

X

전문 간호 (Skilled Nursing)
- 간헐적 간호

X

X

개인 및 가족 / 간병인 교육 (Individual
and Family/Caregiver Training)
- 일차 간병인의 장애 요구에 대한 교육

X

치료 상담 (Therapeutic Consultations)
- 자격이되는 영역의 치료사와 제한적인 상
담

X

X

전환 비용 서비스 (Transition Services)
- 시설, 면허 또는 승인 된 공급자가 운영하
는 거주지에서 개인이 생활을 직접 책임지
는 거주지로 전환할때 쓰는 비용을 돕기 위
한 (1회성) 자금. 평생 최대 $5000.

X

X

X

이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됩니까?
Waiver는 Medicaid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Medicaid Waivers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waiver를 사용하려
면 장기 요양 (long-term care) Medicaid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020 년 현재는, 장애인이 자신의 이름으
로 $2,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 없읍니다. (18 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 없음). Special Needs Trust 또
는 ABLE 계정 있는 자산은 제외되며 또 월 $2,349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읍니다. 장애인은 waiver를 받
으면 Medicaid를 받게됩니다. 개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Medicaid로 개인 보험비 중 장애인을 위한 비묭을
보조 받거나 개인 보험 보장을 취소하고 Medicaid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waiver을 신청해야합니까?
매일 지원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waiver 프로그램에 대기자 명단이 있는 한
waiver 자격이 되면 언젠가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waiver가 있으면 필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거나 적은 Waiver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aiver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인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지역 사회에서 가능하면 자립적의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2012 년에 버지니아와 법무부 합의에 의해 DD waiver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경우 자립과 안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매년 최대 $1,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IFSP (individual and
family support program) 이라고 합니다.
Waiver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DD waiver 프로그램에는 긴급한 필요에 (urgency of need) 따라 통합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
1의 (Priority 1) 장애인은 1 년 내에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선 순위 2의 (Priority 2) 장애인은 1-5 년 안에 서
비스가 필요하며, 우선 순위 3의 (Priority 3) 장애인은 5년 후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선 순위는 상황이 변
함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므로 우선 순위가 변경되는 긴급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면 장애인 담당자와 자주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차트 참조).
CCC Plus Waiver는 서비스 수가 적지만 대기자 명단은 없습니다. DD waiver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의 약 1/3은 CCC Plus Waiver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일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사용합니다.

Waiver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22 세 이전에 발달 장애 진단이 있는 사람

카운티의 커뮤니티 서비스위원회를 (CSB) 통해 발달 장
애 waiver 신청할 수 있는가 알아 보십시요.
페어팩스: 703) 324-4400

장애가 있고 의료 간호가 필요합니다.

카운티의 사회 복지부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통해 CCC Plus Waiver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아 보십시요
Fairfax- (703) 324-7948
Alexandria- (571) 213-7963
Arlington- (703) 228-1297/703-228-1700 (over 18)
Loudoun- 703-737-8949

기능 적격성을 검사하기 위해 VIDES 설문 조사를 사용
하여 평가를 받고 긴급성을 평가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UAI (Uniform Assessment Instrument)로 평가됩
니다.

자격이 되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긴급한 상황 일
수록 더 빨리 waiver를 받게됩니다. 필요한 서비스 유
형에 따라 세 가지 DD waiver 중 (CL, FIS, BI) 하나가
제공됩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서비스는 몇 달
후에 시작됩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릴 자격이 있는 경
우 DD waiver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더 자세한 waiver 정보를 보려면 https://thearcofnova.org/programs-services/library/#waivers 를 방문하십시
오. Waiver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하는 녹화된 동영상을 보려면 https://youtube.com/user 를 방문하십시오. /
VideosatTheArcofNoVA
또한 주의 waiver 지원 핫라인 1-844-603-9248로 전화하거나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웹 사이트 (http://www.mylifemycommunityvirginia.org)
를 방문하십시오.
UAI는 https://www.dss.virginia.gov/files/division/dfs/as/as_intro_page/forms/
IFSP https://ifsponline.dbhds.virginia.gov
Waiver 뉴스 및 학습 기회를 공유하는 The Arc of Northern Virginia의 e- 뉴스 레터에 가입하려면 https://
thearcofnova.org/about-us/newsroom/newsletters/
CCC Plus (이전의 EDCD) waiver 자격에 대한 자체 평가는 https://momsinmotion.net/commonwealthcoordinated-care-plus-eligibility-self-help-tool/ 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