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페이지
한 쪽짜리 프로필

사례 관리자를 만나 개인 평가를 받기 전에 이렇게 한 쪽짜리 프로필을 작성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귀하에게 중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사례 관리자에게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가 

귀하와 함께 프로필을 검토한 후에 개인 평가를 완료하고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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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자에게 귀하와 귀하의 목표를 잘 이해시키면  

DDA 유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귀하가  

원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쪽짜리 프로필은 본인 혼자 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정보의 양은 원하는 만큼 조절하십시오. 쓸 공간이  

부족하면 용지를 한 장 더 쓰셔도 됩니다.  프로필에  

사진을 포함시켜도 됩니다.  
 

한 쪽짜리 프로필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 프로필의 작성 여부는 DDA 평가나 유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발달장애국) 

지침:   

• 동그라미 안에: 귀하의 이름, 연령, 프로필 작성일을 기입하십시오. 

원하시면 사진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내 장점, 능력, 재능:  본인이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내게 맞는 일/내게 맞지 않는 일:  귀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적어주십시오. 어떤 서비스가 하루 종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을 할 있게 해줍니까?  싫어하는 것을 적어 주십시오.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화가 

납니까?

• 내 관계와 관심사:  누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까? 

• 내 완벽한 하루:  귀하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를 묘사해주세요!  

• 내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  귀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십니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귀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내게 중요한 것: 귀하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장소, 관심사, 활동, 사물, 애완동물 등을 적어주세요.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즉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당신 

마음을 기쁘게 하나요?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내년도 나의 소망:  목표, 계획, 성취 등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페이지
내 장점, 능력, 재능: 내게 맞는 일/맞지 않는 일:

내 관계와 관심사:

내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

내 완벽한 하루:

내게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내년도 나의 소망:

  이름: 

연령:                  

  날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