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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 및 임시 간호 서비스 수혜자의 제한적 예외에 대한 정보 
 

 
2010년 6월 15일 현재,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이 감독하는 특정 서비스 수혜자라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지급해주는 메디케이드 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한적 예외 유자격 당사자는 
메디케이드를 갖거나 이들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적 예외의 자격이 
되려면, 

1) 고용 지원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 수혜자여야 하지만 두 경우 모두는 아닙니다. 

2) OPWDD가 인증한 시설이 아니어야 합니다(이러한 주거지는 발달 장애인용 중간 간호 시설, 
대안형 단독 주거(IRA), 지역사회 입소 또는 가족 케어 주택입니다.) 그리고 

3) OPWDD가 감독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메디케이드 서비스 
조정(MSC), 주간 치료, 지역사회 입소, 주간 입소, 예비 직업 교육 서비스, OPTS 프로그램 결합 
서비스 또는 OPTS 프로그램 종합 서비스 

4) OPWDD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2010년 3월 14일 이후 언제라도 HCBS 면제에 등록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적 예외란 메디케이드 및 HCBS 면제 신청 없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 지불 없이도 고용 지원 및 
보호자 휴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한적 예외는 그 외의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종료됩니다. 제한적 예외는 당사자가 ICF/DD(발달 
장애인 중간 간호 시설), IRA(대안형 단독 주거), 지역사회 주거 또는 가족 케어 주택으로 옮기거나, 
MSC(메디케이드 서비스 조정), 주간 치료, 지역사회 입소, 가정 내 주거 입소, 주간 입소, 예비 직업 
교육 서비스, OPTS 프로그램 결합 서비스 또는 OPTS 프로그램 종합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당사자가 고용 지원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경우, 제한적 예외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종료됩니다. 당사자가 임시 간호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경우, 제한적 예외는 고용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종료됩니다. 
 
2010년 6월 15일 전,당사자가 다른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2010년 6월 15일 제한적 예외는 
종료됩니다. 2010년 6월 15일 후 다른 서비스를 받기 시작된다면, 제한적 예외는 그 외의 다른 서비스가 
시작되는 그 날 종료됩니다. 

제한적 예외는 또한 당사자가 고용 지원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메디케이드 
보험에 등록하고 HCBS 면제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가 고용 지원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러한 서비스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적 예외가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들 서비스에 요금을 지불하는 메디케이드 유형을 가져야 
하거나 누군가가 이들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또 다른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한적 예외가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다른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또 다른 제한적 예외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2010년 3월 15일에 또는 이후 언제든 고용 지원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에 요금을 지불하는 메디케이드 유형을 갖고 있으며 HCBS 면제에 등록한 경우, 제한적 
예외의 자격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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