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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의 복지에 봉사하는 

 
오렌지 카운티 리저녈센터(RCOC) 

성인을 위한 서비스 
 

저희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문의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종종 계십니다.  
성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이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개인과 가정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맞춰 만들어지는 개별 
프로그램 플랜(Individual Program Plan, IPP)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COC의 서비스 이외 보험, Medi-Cal, 지역사회 센터 및 기타 등 다른 제공원의 서비스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RCOC 가 제공하는 서비스 

 
• 평가 및 컨설팅 - 저희 등록 및 평가 부서(Intake and Assessment Unit)에서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RCOC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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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성인 위한 수업 및 정보 프레젠테이션 – RCOC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가족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혹은 RCOC 를 통해 제공되는 수업과 
프레젠테이션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 지원 - RCOC는 컴포트 코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Comfort Connection 
Family Resource Center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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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계획 -고령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미래의 케어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리더십 기회 - RCOC는성인들을 대상으로 RCOC 위원회, 행사 및 광역 
위원회에 참여할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코디네이션 - 가족과의 개별화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 기관 또는 
RCOC에서 자금을 보조하는 서비스의뢰 및 서비스 조율,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변호, 최소 1년 또는 필요한 경우 더 빈번하게 정기 검토. 

http://www.rcocdd.com/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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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 RCOC 직원 중에는 심리학, 행동개입, 의학, 유전, 간호, 치아위생, 약학, 

보조기술, 정신건강, 재무 및 건강 혜택, 법학, 형사행정 시스템, 성인 

주간서비스 및 거주 옵션(Living Options)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이 필요 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그룹 (Support Group) – RCOC는 개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그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RC 에 (714) 558-54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행사 및 기타 일반 정보 의뢰는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 (Service 
Coordinator) 및 컴포트 커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FRC) (714-558-5400) 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또는 http://www.211.org/를 방문하거나 2-1-1 로 전화하십시오. 

 
1 오렌지 카운티 지역 센터(RCOC)에서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 및 임상의로부터 

구입하는 서비스 
 

• 성인 주간 프로그램 및 취업 
o Adult Day Program (성인 데이 프로그램)-Adult Day Program은 성인들을 위해 

주간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가능한 최대의 
참여와, 자기 돌봄 기술, 자기 변호 기술, 직업 훈련 및 지역사회 통합 훈련을 
위한 개인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및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직업 훈련에는 자원봉사 근로를 물론 유급 근로가 포함됩니다. 직원 채용 
비율은 프로그램의 설계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개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o Supported Employment Program (취업 프로그램) -Supported Employment 
Program은 근로할 준비가 된 성인들을 위해 개별화된 취업 관련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로는 성공적인 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의 
기술 및 관심 평가, 개별화 직업 개발 및 배치(개인 혹은 단체 환경에서), 현장 
직무 훈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재활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와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o 구체적인 프로그램 모델에 관한 상세 정보는 RCOC의 Adult Day Services 
Chart를 참조하십시오. 

• Behavioral Services (행동 서비스) – 행동 서비스는 부모/보호자들이 행동개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개별화 및 실제 사례를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화 및 안전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www.21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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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지원 서비스 – RCOC의 위기대응팀은 개인과 가족이 감정이나 심각한 행동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 RCOC는 영어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제 1언어로 RCOC와의 미팅 시 구어 소통을 위한 통역과 서면 소통을 위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Living Options(거주옵션) 
o 독립 생활 훈련 - 더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술을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진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o Independent Living Services-ILS (독립 생활 서비스) - 혼자 생활할 수 있지만 
청소, 재무활동, 위생, 커뮤니티 통합과 같은 분야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성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o Licensed Homes(면허 받은 가정집) -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은 가정에서 개별화 케어, 건강 
및 행동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 Supported Living Services – SLS(생활 지원 서비스) -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성인들을 위해,생활 지원 서비스는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독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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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치과 및 간호 서비스 –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가운데 개인보험 혹은 
Medi-Cal 같은 다른 의료 재원이 없는 분들에게의료, 치과 및 간호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특별한 의료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 
평가 혹은 재택 간호 관리(in-home nursing care)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및 용품 - RCOC는 의료적 필요도 평가를 제공하고 Medi-Cal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식별함에 있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RCOC는 필요에 따라 휠체어, 특수침대 등과 같은 용품 및 기기의 구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교통수단 - RCOC는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및 
기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주간 프로그램 장소를 오가는 
대중교통 자원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거동 기술, 훈련 및 의뢰를 제공합니다.   

• 활동보조인- 일부 경우, 중대한 신체적, 의료적 요구가 있는 성인을 돕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 지원(Post-Secondary Support) – 일부 커뮤니티 전문대학에서는 
(Community College) 성인교육 블록 보조금(Adult Education Block Grant)을 받아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RCOC는 학생들이 각자의 
거주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애 학생 서비스(Disabled Student 
Services)로부터 등록 지원, 카운셀링, 필기 대리, 보조적 컴퓨터 기술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한 
활동보조인이 필요할 경우, RCOC가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Respite(레스핏: 임시휴식) –중대한 자기 돌봄 능력 결핍, 상시적인 의료 치료 또는 
행동 문제가 있는 성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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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 개인/가족의 필요 및 능력에 따라, RCOC는 대중교통, 준공공교통 서비스 및 
RCOC와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 등의 서비스에 가족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때로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부모/가족이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추가 서비스 설명은 Title 17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itle 17 regulation, Section 54342 웹사이트 링크입니다 -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08DD8A7A6FED4632AD2C129CC76F5F
E9?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
eItem&contextData=(sc.Default)&bhcp=1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08DD8A7A6FED4632AD2C129CC76F5FE9?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bhcp=1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08DD8A7A6FED4632AD2C129CC76F5FE9?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bhcp=1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08DD8A7A6FED4632AD2C129CC76F5FE9?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bh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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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OC 는 Regional Center of Orange County (오렌지 카운티 리져널 센터)의 줄임말 입니다. 
Adult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