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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D. Lanterman         
REGIONAL CENTER 

(프랭크 	  디 .	  랜터먼 	  리저널 	  센터)	  
 
제목 : 내구성  의료  기구 (장비 ) , 용품  및  서비스  (Durable Medical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문서 : 서비스  기준  
개정  날짜 : 2016년 2월 10일 이사회 승인 
                   2016년 3월 25일 발달장애 서비스부 승인 
 
 
일반적인  건강관리 필요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같이 리저널 센터의  
클라이언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는 의료와 관련된 
치료, 내구성 의료장비와 용품을 개인보험,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또는 다른 건강관리 자원이나 자금이 가능한 일반 공공 자원을 통해 
제공받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성인 클라이언트을 위한 의료기구나 용품에 대한 
서비스는 메디칼(Medi-Cal)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및 또 다른 
정부나 개인 자금 자원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내구성 및 비 내구성 의료장비, 용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휠체어 
• 리프트 
• 흡입기계 
• 먹는데 필요한 적응기구 
• 보조기술 (assistive technology) 
• 5세나 그 이상 나이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요실금 용품 
• 약물 

 
의료 기구, 용품 및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며 또 
클라이언트가 자기 집에서 살며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클라이언트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출 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서비스 또는 제품(supply)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만약 의료 장비가 면허 
의사, 작업 치료사, 물리치료사 또는 언어 병리학자에 의해 처방된 경우  

• 클라이언트에게 메디칼(Medi-Cal),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또는 개인 
보험이 없고, 제 3자 지불 범위나 일반적인 자원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있었을 경우 

• 리저널 센터의 임상학자의  검토와  구매에 대한 추천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메디칼(Medi-Cal)에 의해 서비스, 장비 또는 제품(suppl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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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경우,  리저널 센터는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최대 허용량 이상은 
지불하지 않음 

 
조기 시작 프로그램으로서의  3 세 까지 아이들에게  대한 내구성 의료 기구, 용품 및 서비스는 
위의 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 중 메디칼(Medi-Cal) 또는 CCS,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 수술이나 복잡한 
의료 치료가 요구될 경우에 카운티의 병원 (county hospital)과 같은 대체자금 조달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위탁되어 질 것입니다. 
 
귀저귀 
 
일반적으로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기저귀 구매는 유아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3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가족 중, 제정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3세 
또는 그 이상의 아동이 배변 훈련이 되었으나,  발달 장애로 인해 장이나 방광 통제가 
결핍되거나, 자금 지원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보조지원 차원으로 기저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오직 일반적인 상품의 기저귀에 대한 자금만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