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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주거 서비스 (Licensed residential services)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성인들에게 자기 집이나 부모의 집이 아닌 다른 감독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주거 여건은 위탁 가정(foster homes), 지역 사회 
보호 가정(community care homes) 또는 건강 지원 환경(health care setting)을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주거환경을 선택했을 경우 발달 장애인은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이면서 
최고로 알맞는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공급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리저널 
센터는 주거환경을 일반 가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위치는 최대한 전형적인  
주민들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곳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여러방면의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가정안에서 발달장애 
아동/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발달장애 
아동/미성년자를 면허 주거/주택에서 지내도록 선택 할 경우,  가족이 사는 곳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면허 주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면허 주거 서비스 공급업자들은 클라이언트가 최대한 성장하고 자립심과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지원과 서비스는 자연스러운 
환경속에서 행해져야 하며 개인의 건강과 신체적, 정서적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클라이언트와 그의 계획 팀(planning team)이 면허 주거가 그가 가장 선호하는 생활 
환경이라고 동의하고, 그 주거지의 대체 주거 모델; Alternative Residential Model (ARM) 의 
수준과 면허가 그의 필요를 충족 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리저널센터는  면허 주거 
보조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 할 것입니다.  리저널 센터가 보조해 주는 주거 
보조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인 경우,  리저널 센터는 면허 주거 서비스를 
구매하고,  발달 장애 서비스부는 부모의 지급 능력에 따라  부모가 낼 비용을 
평가합니다.   

 • 만약 클라이언트가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나 소셜 
시큐리티, 또는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 소득은 주거 비용에 
적용될 것 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치료(treatment)와 감독(supervision)의 비용을 
보조합니다.  Personal and Incidental (P&I) 자금은 주거 비용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다른 자금 지원 경로 즉, 트러스트(trust) 나 합법적인 
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자금의 공급이 금지 되지 않은 경우, 이 자금들은 
면허 주거 서비스 경비를 지불하는데 사용됩니다. 

 • 클라이언트가 SSI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다른 자금 지원의 경로가 
없는 경우, 리저널 센터는 면허 주거 서비스의 총 경비를 지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