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ank D. Lanterman         

REGIONAL CENTER 

(프랭크 디. 랜터먼 리저널 센터) 

 

제목: 일시적 위탁 (Respite) / 레스핏 

문서: 서비스 기준 

개정 날짜: 2009년 12월 2일 이사회 승인 
                       2011년 1월 25일 발달장애 서비스부 승인 
 

레스핏은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에게 일시적 위탁을 통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레스핏은 개인 자신의 
집이나 주거 시설(licensed residential facility)에서, 예정된 시간 또는 비상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레스핏은 데이케어(day care)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의 도움, 또는 돈을 지불하는 베이비시터를 통해 
스스로의 레스핏(일시적 위탁)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학제간 팀 
(interdisciplinary team)이 장애인을 같은 나이의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상태에서 가정 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 Service)같은 일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경우에 리저널 센터가 지원하는 레스핏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리저널 센터는 부모가 아동의 IFSP 미팅에 참여를 위해서나 
IFSP에 제시된 목적 달성을 위해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 참여해야 할 경우에 필요한 보육 
지원을 제외하고는 레스핏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한달에 최고 16 시간까지의 
레스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려 대상이 됩니다: 

 • 개인의 극심한 도전적인 행동, 즉 공격적인 행동, 자해, 과잉활동으로 
인해 본인이나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 개인에게 중대한 의료/의학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조절되지 않는 
간질(seizure)이나 호흡관계의 문제로 인해 가까이서 지켜보고 돌보아야 하는 경우, 
특별한 급식 방법(receive special feeing)을 받아햐 하거나, 기관 절개관 또는(receive 
care for a gastrostomy), 위루 형성술(tracheotomy)에 대한 특별관리를 받아야 할 때, 
또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자조 자립성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즉, 식사, 배변이나 보행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  가정내에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 한명 이상의 장애인을 둔 가족,  주 양육자의 장애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방치 또는 학대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 가족의 비상 상황 즉, 중증의 질병, 가족원의 사망,  부모나 양육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리저널 센터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매월(monthly) 레스핏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가 3달 기간내에 9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회계년도 내에 21일간 이상의 집 밖의 레스핏을 승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