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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 환경에 통합되기를 
촉진합니다. 랜터먼 법(Lanterman Act)은 서비스 계획 개발시 “계획 팀(planning team)은 
우선적으로 자연스러운 지역 사회(natural community), 가정, 직장과 레크리에션 환경 
(recreational settings)에서의 서비스와 지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은 그들의 또래와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동들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비장애 아동들과의 그룹 
활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장애아동들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이 이런한 유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리저널 센터는 통합지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통합지원 스페셜리스트가 통합 프로그램 직원들에게 조언과 협의를 
제공하는 보조 방법으로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직원들과 직접 일하며 
그들에게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프로그램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과 더 잘 어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동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경비를 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랜터먼 법에 있듯이 장애아동의 부모도 비장애 아동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위해 
기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은 의무가 있음을 간주합니다. 

통합지원은 일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별도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장애아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임시적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는 적당한 기간내에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직원들이 장애 아동을 도울 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게 하고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통합지원은 오직 이런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하고, 스페셜리스트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때 늘어나는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에게만 제공됩디다.  만약 프로그램의 직원이 바뀌거나 다른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스페셜리스트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스페셜리스트는 추가지원 서비스를 위헤 
다시 반환 될 수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모는 통합지원 
스페셜리스트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다는 프로그램의 동의서/합의서(consent)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통합지원 필요성은 통합 지원 스페셜리스트의 개별화된 평가 (individualized 
assessment)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원은 프로그램의 직원이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보조 
사항을 다 배웠을 때나 스페셜리스트의 도움으로도 프로그램의 직원이 아동을 지원하지 
못할 때, 또는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얻는 혜텍이 더 이상 없어질 때 종료 됩니다.  
통합지원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되어도  스페셜리스트의 지원이 멈추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평가를 하게됩니다. 만약 통합 프로그램 직원의 
역량이 통합지원 스페셜리스트의 도움없이는 아동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리저널 
센터는 아동이 받던 통합지원 서비스를 일대일 보조(aide) 서비스로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랜터먼 리저널 센터의 아동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 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