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DDA)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 및
연례 평가 면담
Person Centered Service Planning and Annual Assessment Meeting
날짜:
수혜자의 이름 및 주소

안녕하십니까:

수혜자의 대리인 이름 및 주소

,

귀하의 연례 평가 및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 면담을 실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귀하께 곧 전화를 드리거나 귀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면담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언제 어디서 면담을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귀하의 자택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귀하의 집을 방문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면담 시 저희는 귀하께 맞춰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

저희는 귀하께서 바라는 지원을 평가하기 전에 귀하의 목표와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

귀하께서는 본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을 포함한 다른 분을 면담에 참여하도록 요청해주십시오. 저는 현재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공 중인 지원에 대해 질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계획은 귀하의 목표, 유급 서비스, 귀하께서 본인의 목표 충족을 위해 선택하신 기타 다른 지원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귀하께서 면담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자료입니다:
•

귀하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1 페이지 도구 (포함)

•

발달장애행정국(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서비스를 설명하는 두 건의 소책자 (포함)

•

발달장애 회의(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 및 Arc of Washington State 에서 개발한 온라인 개인 중심 계획
도구: www.mylifeplan.guide

•

귀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계획하도록 도와주는 다른 웹사이트 www.lifecoursetools.com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관리자 이름

전화번호

동봉서류: HCBS Waiver Brochure (DSHS 22-605)
Road Map to Services Brochure (DSHS 22-822)
1 페이지 프로필
cc:

수혜자 파일
NSA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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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 면담 안내 및 연례 평가 통지서

통지서 작성 시기?
귀하께서는 본 서류를 이용하여 수혜자와 수혜자의 법적 보호자, 대리인에게 계획 종료일로부터 60 일 전까지 다음 평가와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에 대해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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