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도움의 파트너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지적장애

  지적장애나 혹은 유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 정신 장애, 신체 장애 또는 학습 장애는 발달 
장애에 포함되지 않음.

  발달 장애의 고 위험군에 속하거나 발달 지연을 
보이는 0세에서 3세 사이의 영유아. 

  발달 장애 아이를 가질 위험이 높은 아동들도 
유전자 진단, 상담, 기타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지역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지역센터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가 18세 전에 
시작되어 평생 동안 지속되며, 3 가지 이상의 기능적 
생활 영역에서 상당한 장애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장애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서 기인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 결정의 날들입니다. 

아이의 나이나 가정의 상태에 

관계 없이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Lanterman센터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갑작스런 

변화에 대처하고 현재 필요한 

요구를 만족시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동반자 

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SANDY RIANCHO 

LANTERMAN 부모와 동료 지원 파트너

3303 Wilshire Boulevard, Suite 7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1 213.383.1300  •  팩스: +1 213.383.6526
이메일: kyrc@lanterman.org
www.lanterman.org

지역센터

지역센터

Lanterman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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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D. Lanterman 지역센터는 
발달 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의 위험에 처해있는 

약 24만 명과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21개 지역센터 중 하나입니다. 1966

년에 시험적인 지역센터로 개설된 

Lanterman센터는 캘리포니아주 
산하 발달 서비스 부서와 계약 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설 비영리 법인이며,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Lanterman센터는 은 약 8,000명의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환자와 가족들,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며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평가 및 진단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코디네이션

  개별적인 평생 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가용한 자원을 찾아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각 개인의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 구입

  법적 권리, 시민의 권리, 서비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고 위험군 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정보제공 및 알선

  가족 지원

  교육 및 훈련의 기회 제공

  발달장애에 관한 인식고취 및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자원 개발 

  환자 혜택에 대한 코디네이션

 Koch�Young 자원센터

F

Lanterman이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의 사명…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돕는다.  

우리의 비젼…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존중 

받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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