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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 소피아 만나기 
제이슨 소개 

• 제이슨은 26세이다; 

• 제이슨은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지만 언젠가 자신의 아파트를 갖기를 원한다; 

• 제이슨은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는 24세의 여동생이 있다; 

• 제이슨은 주중에 일일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제이슨은 음악과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 제이슨은 친구가 많이 없고 주말에는 주로 집에 있다; 

• 제이슨은 자폐증과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당뇨전 증세를 보이고 있다. 

• 제이슨 주변의 사람들은: 

o 어머니, 여동생, 사촌과 이모 

o 이웃 

o 서비스 담당관 

o 친한 친구 한 명 

o 목사님 

o 전 선생님 

o 의사 

 

소피아 소개 
• 소피아는 10세이다; 

• 소피아는 그녀의 부모 (스페인어 사용), 두 명의 남자 형제와 할머니와 함께 2층 아파트에 

산다; 

• 소피아는 집에서 떨어진 학교의 5학년 학생이다; 

• 소피아는 매우 사교적이고 많은 학교 친구가 있지만 친구들을 학교 밖에서는 만나지를 

않는다; 

• 소피아는 컴퓨터에서 그림 디자인, 독서, 풀장, 유튜브에서 비디오 감상 및 개와 놀기를 

좋아한다; 

• 소피아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 소피아 주변의 사람들은: 

o 어머니, 아버지, 두 명의 남자 형제와 할머니 

o 할머니는 그녀의 임시 간호 역할을 제공 

o 목사님 

o 물리치료사 

o 서비스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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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의 계획 
 

제이슨의 전반적인 목표 

 

1. 제이슨은 직장을 구하기를 원한다 

2. 제이슨은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원한다 

3. 제이슨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한다 

4. 제이슨은 사랑하는 음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5. 제이슨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1. 제이슨은 직장을 구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제이슨은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누구? 제이슨의 이웃은 동네의 노인 센터에서 정원일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이슨의 서비스 담당관은 제이슨의 이 직장에 대한 도전을 도울 수 있다. 

지원? 제이슨은 더 많은 훈련과 작업 지도 그리고 정원 연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시간대? 제이슨은 이웃과 함께 다음 2주 동안 노인 센터에 접촉할 것이다; 

제이슨의 조력자는 다음달에 연장 구입비를 지원해 줄 재활국에 연락을 취할 것이다; 제이슨의 

서비스 담당관은 다음달에 작업 지도 선생님들과 접촉할 것이다. 

장애 사항? 고용주는 작업 지도 선생님과의 작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2. 제이슨은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제이슨은 어머니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한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자신의 공간을 

원한다. 

누구? 제이슨의 서비스 담당관은 룸메이트를 찾고 있는 몇 명의 사람을 알고 있다; 

제이슨의 어머니는 여분의 가구와 부엌 용품을 가지고 있다. 

지원? 제이슨은 이사하기 전 요리와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제이슨은 

아파트를 찾아줄 사람을 고용할 것이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다; 제이슨은 

아파트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시간대? 내년 1년 동안 생활 기술을 습득; 1녀 내 이사, 제이슨의 서비스 담당관은 룸메이트 

후보를 만날 것이다; 제이슨의 조력자는 다음달에 아파트에서 도와줄 사람과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 찾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장애 사항? 어머니는 제이슨이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 

 

3. 제이슨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한다 

무엇? 제이슨은 비디오 게임, 하이킹 및 여행 취미가 있는 친구를 원한다. 

누구? 제이슨의 친한 친구는 제이슨에게 다른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한다; 제이슨의 

사촌은 하이킹 클럽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제이슨의 조력자는 단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룹을 알고 있다. 

지원? 제이슨의 새로운 친구들과의 활동에는 교통 및 커뮤니티 접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대? 제이슨의 친구와 사촌은 한달 내에 제이슨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조력자는 여행 그룹의 

웹사이트를 보내줄 것이다. 

장애 사항? 여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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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이슨은 사랑하는 음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무엇? 제이슨은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한다. 

누구? 제이슨의 여동생은 제이슨이 교회 성가대에 가입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제이슨의 친구는 

훌륭한 기타 선생님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지원? 제이슨은 교회에 가기 위한 교통편은 물론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제이슨은 

기타가 필요하다. 

시간대? 제이슨의 여동생은 다음 일요일에 목사님과 상의를 할 것이다. 제이슨의 친구는 오늘 

기타 선생님의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 

장애 사항? 제이슨은 교회에서 정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5. 제이슨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무엇? 제이슨은 체중을 줄이고 당뇨를 줄이기를 원한다; 그는 영양사와 운동이 필요하다. 

제이슨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누구? 제이슨의 서비스 담당관은 자폐증 환자를 담당하는 영양사를 알고 있다. 제이슨의 이전 

선생님은 요리를 가르치는 친구가 있다. 제이슨의 이모는 좋은 체육관을 알고 있다. 

지원? 제이슨은 새 의사와 체육관과 요리 수업에서 도와줄 사람과 체육관에 가기 위한 교통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대? 모든 관련자들은 다음주에 제이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이다. 

장애 사항? 새 의사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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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의 계획 
 

소피아의 전반적인 목표 

 

1. 소피아는 집에서 더 독립적이고 편안하기를 원한다. 

2. 소피아는 학교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한다. 

3. 소피아는 훌륭한 지원이 있는 중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4. 소피아는 아티스트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한다. 

 

6. 소피아는 집에서 더 독립적이고 편안하기를 원한다 

무엇? 소피아의 가족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피하기 위해 1층 아파트가 필요하다. 소피아는 전기 

휠체어를 원한다. 소피아의 부모는 소피아를 돕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을 원하고 있다. 

누구? 소피아의 독립 조력자는 입주 가능한 몇 개의 아파트를 알고 있고 소피아의 SSI와 메디컬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 소피아의 목사님은 휠체어 비용 지불을 도와주는 한 재단을 알고 있다. 

소피아의 물리치료사는 부모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해 줄 수 있다.  

지원? 정부 혜택 신청 지원. 

시간대? 정부 혜택 수혜 도움은 다음달에 있음. 목사님의 도움은 다음주 가능. 부모 훈련 

프로그램은 석 달 후 가능. 

장애 사항? 부모의 도움 요청 꺼림. 

 

7. 소피아는 학교 친구들과 놀고 여름 캠프에 가기를 원한다. 

무엇? 소피아는 방과후 또는 주말에 학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한다. 그녀는 또한 여름 활동을 

원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고 있다. 

누구? 소피아의 선생님은 다른 학생의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다. 소피아의 조력자는 그녀가 

친구들과 놀 때 도움을 줄 사람들의 이름과 여름 캠프에 대한 정보를 구해줄 수 있다. 

지원? 교통과 지원해줄 사람. 

시간대? 2주 내에 이름 제공. 

장애 사항? 부모가 가족 아닌 사람이 소피아를 돌보는 것을 꺼림. 

 
 

8. 소피아는 훌륭한 지원이 있는 중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무엇? 소피아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중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그녀의 부모는 안전한 동네를 

원하고 있다. 소피아는 학교에서 독립적이기를 원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 소피아의 선생님은 이런 조건의 학교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녀의 조력자는 IEP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지원? 학교에서 도우미가 필요하지만 소피아의 개인적 공간을 존중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준다. 

시간대? 학교 이름은 다음달에 제공. 

장애 사항? 부모의 학교와의 협조 어려움. 

 

9. 소피아는 아티스트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한다. 

무엇? 소피아는 아트 수업을 듣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 한다. 소피아는 특수 

컴퓨터와 마우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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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소피아의 선생님은 커뮤니티 센터의 아트 수업을 알고 있다. 소피아의 오빠는 소피아에게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시간대? 수업 이름은 다음주에 제공. 오빠가 여름 동안 가르쳐줄 수 있음. 

지원? 아트 수업중 직원의 도움 필요. 

장애 사항? 아트 수업 받는 것을 걱정한다. 

 
 

제이슨의 개별적 예산 
 

지난 12개월간 지역 센터 서비스로 소비된 비용: $63.100 

(일일 프로그램, 개인 지원, 독립 생활 기술 훈련) 

 

 
 
 
 

소피아의 개별적 예산 
 

지난 12개월간 비용: $2,100 

(임시 간호 서비스 - 7시간/월 사용)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은 소피아의 개별적 예산 변동에 대해 팀과 대화를 한다.  

 

소피아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 

소피아의 이전 IPP는 월 40시간의 임시 간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소피아의 가족은 그녀의 

간호 제공자인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할머니는 

다른 가족을 돌보고 있었고 소피아가 필요로 하는 임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었다.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월 40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은 이 사안을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으로 

논의한다. 이들은 매월 사용되지 않은 임시 간호 시간을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으로 결정한다. 

 

개별적 예산 조정: 

지역 센터에서는 소피아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임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9,9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 센터는 조정 개별적 예산을 $12,000로 확인한다. 

 

제이슨의 지출 계획 계산 
 
 

서비스             지원제공자    

서비스          

목표: 제이슨은 직장을 구하기를 원한다  

정원 코치        S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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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연장                                                                                             재활국   

목표: 제이슨은 자신만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한다 

집안일에 대한 지도        SDP   

아파트 구하기를 돕는 직원, 혼자 사는 법 연구    SDP  

         

가정 도우미 직원                                         IHSS 

교통          SDP 

    

목표: 제이슨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한다 

소셜 코치 및 연결 도우미       SDP    

목표: 제이슨은 음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기타 수업                                                                                             어머니               

교회에 가는 교통편                                                                              어머니 

교회 활동 중 도우미 지원       SDP 

               

목표: 제이슨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영양사                                                                                                 건강보험        

체육관 회원권        SDP  

체육관 사용 지원 도우미       SDP 

추가 – 독렵 협력자 및 FMS      S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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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의 지출 계획 
 

 

서비스 

 

금액 

고용 지원 

시간당 $27로 작업 현장에서 정원 지도를 월 40시간 12개월(세금 & 

혜택 포함) 

 
$12,960 

커뮤니티 생활 지원 

시간당 $27로 가정 기술 지도를 주 6시간 12개월(세금 포함) 

$8,424 

커뮤니티 통합 지원 

시간당 $24로 아파트, 교회, 체육관 활동 지원 및 교통 제공을 월 

100시간 12개월 (세금 & 혜택 포함) 

$28,800 

비의료 상황 교통 

우버, 대중교통 및 ACCESS 서비스를 월 $100 

$1,200 

커뮤니티 통합 지원 

시간당 $30로 사회생활 지도를 월 12시간 12개월 (세금 포함) 

$4,320 

커뮤니티 통합 지원 

월 $10로 YMCA 체육관 회원권 12개월 

$120 

독렵 협력자 

PCP 지원, 서비스 찾기 

$1,000 

재무관리 서비스 (FMS) 

공동 고용주 모델, 월 $165 

$1,980 

총액 

 

$5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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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의 지출 계획 계산 

 
 

서비스         지원 제공자                                     

목표: 소피아는 집에서 더 독립적이고 편안하기를 원한다 

전기 휠체어                                                                                         메디컬/재단 

부모 교육                                                                                             메디컬        

 

목표: 소피아는 친구들과 놀고 여름 캠프에 가기를 원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연중 직원 도움     SDP       

여름 캠프         SDP 

목표: 소피아는 훌륭한 지원이 있는 중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학교 도움                                                                                        교육구       

언어 & 물리치료                                                                                   교육구       

의사소통 장치                                                                                       교육구 

IEP 지원 (독렵 협력자)         SDP       

 

목표: 소피아는 아티스트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한다 

사용이 편리한 컴퓨터                                                                          보조금        

아트 수업          SDP 

아트 수업중 직원 도움       SDP 

추가 – 독렵 협력자 및 FMS      SDP 

 
 

 
 

 

소피아의 지출 계획 
 

 

서비스 

 

금액 

커뮤니티 통합 지원 

시간당 $20로 방과후 및 아트 수업 지원을 주 5시간, 연 32주 

시간당 $20로 여름 활동 지원을 주 20시간, 4주   

$4,800 

임시 간호 서비스 

여름 캠프 

$2,000 

커뮤니티 통합 지원 

아트 수업 

$200 

독렵 협력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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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계획, IPP, IEP & 정부 혜택 기관 접근 

재무관리 서비스 (FMS) $900 
 

총액 $8,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