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의 복지에 봉사하는

오렌지 카운티 리져널 센터(RCOC)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 평가 및 컨설팅 - 저희 등록 및 평가 부서 Intake and Assessment Unit)에서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RCOC 서비스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진단을 명확히 하여 어떤 유형의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가족 건강 및 정신건강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공자금 혜택에
대한 자격성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 전문가 - RCOC 는 유아발달, 언어 치료, 작업치료, 교육, 심리학, 행동개입,
의학, 유전, 간호, 치아위생, 약학, 보조기술, 정신건강, 재무 및 건강 혜택,
법학 형사행정 시스템, 성인 주간 서비스 및 거주 옵션(Living Options)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교육 지원 -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이 IEP 미팅 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RCOC 의 교육 전문가들이 조언을 제공하고, 변호가 필요한
경우, 휘티어 법학전문대학원(Whittier Law School)에서 법학전공
대학원생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지원 - RCOC 는 컴포트 커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Comfort
Connection Family Resource Center - FRC)와 부모 지원 그룹을 통해 정보와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족 지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RCOC 웹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cocdd.com/frc/
• 부모/성인 위한 수업 및 정보 프레젠테이션 – RCOC 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가족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곧 있을 교육 기회와 RCOC 를
통해 제공되는 워크샵, 세미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코디네이션 - 가족과의 개별화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 기관 또는
RCOC 에서 자금을 보조하는 서비스의뢰 및 서비스 조율,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변호, 최소 1 년 또는 필요한 경우 더 빈번하게
정기 검토합니다.
• 방과 후 돌봄(After-School Care) -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일반적인 데이케어
제공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일하시는 부모님들를 위해,
RCOC 는 일반적인 데이케어 환경이나 가정에서, 혹은 특별 돌봄
프로그램, 방과 후 혹은 휴교/방학 중 데이케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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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al Service (행동 서비스)– 행동 서비스는 부모/보호자들이
행동개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개별화 및 실제 사례를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부모,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화 및 안전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행동개입서비스 코페이 (ABA Co-payment), 공동보험료 (Co-Insurance) 및
공제액 (Deductibles)– 보험으로 ABA 서비스를 받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경우 RCOC 는 보험의 코페이(co-payments),
공동보험료(co-insurance) 및 공제액(deductibles)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WIC 4659.1)
• Respite (레스핏: 임시휴식) –중대한 자기 돌봄 능력 결핍, 상시적인 의료
치료 또는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간호와 보육의무를 벗어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가능한
경우, 면허가 있는 가정시설에서 몇 일간 레스핏 서비스(out-of-home
respite care)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 RCOC 는 영어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제 1 언어로 RCOC 와의 미팅 시 구어 소통을 위한 통역과 서면
소통을 위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통수단 – 개인/가족의 필요 및 능력에 따라, RCOC 는 대중교통,
준공공교통 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에 가족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성인으로의 이행:
o 거주 옵션(Living Options) -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면허를 받은 가정이나 가족 가정 기관에서
개별화 케어, 건강 및 행동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 18~22 세 학생을 위한 학교 전환 프로그램 (School Transition
programs for students 18-22) - 직업 교육 및 근로 경험에 중점을
두는 학교 전환 프로그램입니다. RCOC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은
개별 전환 플랜(Individual Transition Plan) 미팅 시 학교에서 근로 및
RCOC 자금 제공 프로그램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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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지원 서비스 – RCOC 의 위기대응 팀은 개인과 가족이 감정이나

심각한 행동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그룹 (Support Group)– 컴포트 커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
(FRC)에서 개인/가족을 위한 지원 그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RC 에 (714) 558-5400 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211 서비스 – 음식, 주택, 취업, 의료, 카운셀링 (상담)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http://www.211.org/를 방문하거나 2-1-1 로
전화하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행사 및 기타 일반 리소스로의 의뢰는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RCOC 컴포트 커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RCOC 는 Regional Center of Orange County 의 줄임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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