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C에 연락하는 방법

캘리포니아 주 무료 전화
1-800-776-5746 (음성)
1-800-719-5798 (TTY)

발행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무료 
주간 전자 소식지를 보거나, 사례 

연구 및 성공 스토리를 읽어 보려면 
www.disabilityrightsca.org 이나 

www.disabilityrightsca.org/
espanol 을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을 통해서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이나 Twitter

또는 Youtube @
DisabilityRightsCA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501(c)(3) 기구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
www. disabilityrightsca.

org/Documents/ 
ListofGrantsAndContracts.

html을 참조하십시오.

사명:
우리는 장애를 가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교육하고, 조사 및 입법화한다.

www.niadart.com에 공개된 Mia Brown
의 “Untitled(무제)”에서 발췌 

당 기구에서 하는 일

–   장애를 가진 수 천명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음과 같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을 
중지시켰음: 성인 주간 간호 
서비스 및 방문 간병 서비스

–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그 중 일부가 
가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음

–   수 백명의 청소년과 지지자들이 
장애 문제에 관하여 의원과 
만나는 Capitol Action Day(
국회 의사당 액션 데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

–   주립 병원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해 주었음

–   발달 장애를 가진 수 천명의 
아동과 성인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주었음

–   학대 행위에 대한 경찰 
신고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음

–   주립 병원과 참전 용사 
관련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보호했음

–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캘리포니아 법률에 
숨겨진 차별에 대해 다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장애에 대한 
잘못된 관념 및 차별과 싸웠음



www.niadart.com에 공개된
Shirley How의 "Storyteller"

기구 소개

매달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권리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 DRC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을 받거나 직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어떤 문제에는 
주 차원의 문제가 드러나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노력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부 
서비스의 감축...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의 부족... 비용이 더 
들면서 보호 시설에 기반하는 해결 
방법을 지향하는 정책...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의 학대와 방치... 접근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 주거 
시설의 부족... 그리고 사설 및 공용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폐지하려는 
노력. 최근의 참여주의 계획에 대해 
당 기구의 업무에 대해 알려면 다음 
주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disabilityrightsca.org.

당 기구를 지원하는 방법

오늘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의 업무를 돕고 기부를 하려면 
다음 주소에서 해 주십시오. 
http:// www.disabilityrightsca. 
org/about/donate.htm.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문제:

–   형법, 가족법, 파산 또는 
퇴거에서 직접 대표

–   신체 상해 관련 소송

–   사회 보장 연금 신청서 대필

–   후견인 자격 획득

장애인을 위한 10가지 무료 
서비스

1.   법적 권리, 시민권 및 서비스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2.   기술 지원, 교육, 발행물 
및 지지 지원 제공

3.   장애를 가진 캘리포니아 
주민에 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옹호

4.   보호 시설 내에서의 학대 
및 방치 행위 조사

5.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인종 및 장애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활동 

6.   정신 질환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동료-
자기 변호 서비스 제공

7.   카운티 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환자 권리 
옹호 교육 제공

8.   지역 센터 고객인 발달 
장애 장애인을 위한 옹호

9.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장애 관련 사건에서 "
법정 조언자"로 활동 

10. 장애 관련 이슈에 
법적 지원 제공

비전:

우리는 각 개인과 
각각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장벽 
없고, 폭넓고, 다양한 

세상을 상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모두 동등한 
권리와 기회, 존엄성, 
선택권, 독립 그리고 

학대, 방치 및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