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RC에서 학령 아동 및 가족들을 위해 제
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의뢰인 또는 부모님/가족들이 제공되는 서비스
들에 대해 자주 문의합니다. 본 목록은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본 서비스들은 개별
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들입니다. 서비스들은 홈페이
지에 게재된 바와 같이 Harbor Regional Center 서비
스 정책에 따라 개별 개인 중심 계획 (IPP)의 필요에 따
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학군 및 Medi-Cal 등의 공공 지원 지역 
사회 기관들에 의해 지원되며, 기타 서비스들은 HRC에
서 다른 모든 지원 자원들을 검토한 후 
지원합니다.

HRC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계
획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를 바탕으로 참여하기 위
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
스들을 숙지하기를 원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령 아동 (3-22세) 및 가
족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서비스 및 지원
에 대한 목록은 아래와 같
습니다.

HRC 직원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평가 및 상담 

당신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HRC의 전문가 또는 여러 분야의 
팀과의 회의를 통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하
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상담을 통해 진단을 
제공하거나 명확하게 하며,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의 형태
를 결정하고, 가족 건강 및 정신 건강 상 필요한 부분에 대
해 확인하고, 공공 지원 혜택에 대한 자격이 되도록 지원합
니다.

HRC에는 유아 개발, 언어 치료, 작업 치료, 교육, 심리학, 행
동 중재, 의학, 유전학, 간호, 치과 위생, 약학, 영양, 지원 기
술, 정신 건강, 재정적 및 건강 혜택, 법률, 형사 사법 제도, 

성인 주간 서비스 및 주거 선택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들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음 개별 교육 계획 미팅 
(IEP)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 고민 사항 
및 목표를 확인하고, IEP 회의에 부모 참여를 지
원함으로써 가족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필요할 
경우,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가족이 HRC 교육 전
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부모

가 초청할 경우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IEP 미팅에 
참석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Harbor Regional Center는 가족들을 위한 좋은 지원 시스템
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보 및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에게 

서비스 시스템을 찾아보고, 충분한 정보 숙지 후 선택을 하고, 발달 장애가 있는 가족 구
성원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부모 지원 그룹, 부모 간 멘토 프로그

램 및 HRC 형제 클럽 등의 형태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족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HRC 홈페이
지를 확인하거나 (www.harborrc.org/resources/family),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협의하고, 또는 Torrance나 

Long Beach에 있는 HRC 자원 및 지원 기술 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 가족을 위한 정보 설명회

활동 계획표 만들기, 보족적 소득 보장 (SSI), 가정 내 지원 서비스 (IHSS), 특수 수요 신탁 
(SNT), 보호자 인임(Conservatorship), 성인 전환 및 주거 선택 사항 등의 혜택 프로그램

에 관한 강좌 및 정보 설명회들이 연중 가족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RC는 부모가 정보 설명회에 참석해야 할 경우 통역가, 보육 및 해당 설명회까

지 교통편 지원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향후 설명회에 대한 목록은 HRC 교육 및 이벤트 달력 및 HRC 홈페이지 
달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위한 기회

HRC는 부모 / 가족 구성원들이 HRC 위원회, 행사 및 이사회의 관
리자로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 및 지원 기술 센터

HRC 자원 및 지원 기술 센터는 정보,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기타 부모님들을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HRC 자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라이
브러리, 컴퓨터 랩, 지원 기술 랩, 장난감 대여 라이브러리 
및 가족 / 형제 지원 그룹 등입니다.   

서비스 연결

가족에 대한 개별 서비스 계획, 지역 사회 기관 또는 지역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소
개 및 연결, 적절한 서비스 참여를 위한 지지, 그리고 최
소 1년 단위 또는 필요에 따른 정기적인 리뷰 등을 제공
합니다.

24시간 응급 대응 –

HRC는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거나 업무 시간 외에 
HRC를 연락해야 할 경우, 담당자가 여러분들
을 응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RC가 지역 사회 프로그램 및 
임상의로부터 구매해 제공하는 
서비스

방과 후 케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 일반 데이 케어 자원
을 통해 케어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 부모의 자원
을 위해, HRC에서는 일반 데이 케어 환경 또는 가
정 내에서 데이 케어 지원을 제공하거나, 방과 후 
또는 연장 방학 중에 특별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행동 서비스

행동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 / 부양인이 행동 중재의 원칙
을 적용하고 개별 및 실용적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님과 아동, 그리고 청
소년들을 위한 강좌는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성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역 / 번역 서비스

HRC는 영어에서 의뢰인 / 가족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
어로 HRC 미팅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서 (개별 
인간 중심 계획)에 대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치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개인 보험 또는 Medi-Cal 등의 의료 혜택이 없는 의뢰인
들 중 의료, 치과 의료 및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필
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 건강 요구사항에 대해 간호 평가 또는 가정 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구 및 용품

HRC는 의료 기록을 평가해 Medi-Cal과 같은 지역 사회 
자원을 확인하는데 지원합니다. 해당 자원이 없을 경우, 
휠체어, 특수 침대 등의 용품 및 기구 구입을 지원할 수 있
습니다.

위탁 케어

의뢰인들 중 스스로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
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거나 행동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님 또는 기타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 지속적인 케어 및 감독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탁 서비스는 계약된 자택 
간호 기관들을 통해 의뢰인 / 가족의 가정 내에서 제공됩
니다. 가족 주도 위탁 서비스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믿을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자택 간호 기관에 고용되어 위
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할 경우 라이
선스가 있는 가정 환경 내에서 가정 외 위탁 서비스가 제
공됩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
회성 기술 훈련

본 서비스는 현재 학령 
아동 (4-12세) 및 청소년 
(12-17세)을 대상으로 사
회성 기술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통합 지역 사회 환
경 및 활동에서 참여를 지
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
램 내에 지역 사회에서 기술을 
실행할 기회 계획을 포함한 아동 
또는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참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 발화 & 언어, 작업 치료, 물리 치료 및 자
폐 범주성 장애를 위한 행동 건강 치료

자녀가 자폐증 치료를 위해 개별 치료 또는 행동 건강 치
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전체 교육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학교 프로그
램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고려될 경
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개인 의료 
보험 또는 Medi-Cal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안내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개인 보험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이 저소득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센터는 
세금 공제, 보험료 또는 비용 공동 부담 등으로 가족을 지
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개별/ 가족 요구사항에 따라, HRC는 대중 교통 및 커뮤니
티 보조 교통 수단 서비스 등의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가
족과 연결합니다. 또한 HRC의 정보 설명회 또는 개별 개
인 중심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를 참여하기 위해 의뢰인 
및 부모가 필요할 경우 HRC는 교통 서비스 지원을 제공
합니다.

성인 전환

주거 선택 사항

의뢰인 중 가족 또는 혼자 살 수 없
는 경우, 라이선스 홈 또는 위탁 가
정이 개별 케어, 건강 및 행동 지원, 
그리고 일반 가정의 편안함을 지역 
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주
거 선택 사항이 제한적입니다.

프로젝트 SEARCH / 학교 내 직업 체험 프
로그램

학생들이 학교 전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
우, 학생들은 직업 체험을 하고 작업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학교의 개별 전환 계획 과정 동안 당신의 HRC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학군에서 제공하는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SEARCH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합 지역 사회 환경에서 직업 체험을 장려하는 국가 프로
그램입니다. 현재 HRC는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
trict, Kaiser South Bay Medical Center 및 Best Buddies
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프로젝트 SEARCH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전환 
프로그램 마지막 해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 직업 체험을 하
고 실제 작업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이 학교 시스템이 끝난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HRC 성인을 위한 서비스 (What Services Are 
Available for HRC Adult)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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