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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를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에
대응하는 방법 및 잠재적인 SLS
에이전시에게 질문할 내용
2018 년 8 월, 발행 #7133.03 - Korean
Supported living services(생활 서비스 지원, 일명 SLS)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여러분의 가정 또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LS 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1년 Budget Trailer Bill의 일부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IPP 팀은 SLS를 얻기 위해 대답해야 할 일련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양식은 DDS 웹 사이트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dds.ca.gov/SLS/docs/DDS_SLS_StdAssmtQuestionnaire.pdf.
SLS 및 법률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 7 장 성인 및 아동을 위한
생활 준비에 대한 Lanterman Act 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tellectual-developmentaldisabilities/rights-under-the-lanterman-act-manual-r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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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각 SLS 플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음은 SLS 로 얻을 수
있는 지원 예시입니다.
- 가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집안일;
-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 관리;
- 이웃과 어울리고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 기술을 습득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SLS 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는
SLS 가 여러분의 필요 사항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SLS 를 받을 수 있습니까?
SLS 를 받으려면 적어도 18 세 이상이어야 하며, IPP 회의에서 요청해야
하고, 집 또는 아파트에 거주해야 합니다. 1

지역 센터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SLS 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센터의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17, § 58613(a)(1). – (주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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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LS 는 하루 24 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24 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한 경우, SLS 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SLS 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2

사례 중에서 판사가 24 시간 SLS 요청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그
사람이 SLS 가 "필요하다면 자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2. 여러분이 상당히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지역 센터는 장애의 심각성을 이유로 SLS 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SLS 는
여러분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SLS 서비스의 비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와 지원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비용 효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7 장 Lanterman Act(발달장애인법)의
권리를 읽으십시오.
3. SLS 는 여러분에게 너무 비쌉니다.

2

Cal. Welf. & Inst. Code § 4689(a)(8); Cal. Code Regs., tit. 17 § 58613(b). -

(주 문서로 돌아가기).
3

Karl B., v. Alta California 지역 센터의 경우, OAH No. 2012040640,

2013 년 2 월 20 일. – (주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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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는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용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서비스의 품질과
여러분이 선호하는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용 효율"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는 제 7 장 Lanterman Act(발달장애인법)의
권리에 대한 간행물을 정독하십시오.
4.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지시할 수 없다면 SLS 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SLS 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료를 선택하고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SLS 를 취득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SLS 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친구와 만날 것인지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룹 가정은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홈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LS 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룹 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집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6. 여러분은 SLS 와 함께 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지역 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합니다.
선택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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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을 경우, SLS 를 받는 동안 그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7.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소비자가 아닌 SLS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LS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SLS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가족과 함께 살 경우, SLS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SLS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경우, "SLS"라 불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센터는 여전히 SLS 를 통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지역 센터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다른

4

J.K. v. OAH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소비자가 부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역 센터가 SLS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한 부모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소비자가 SLS 와
유사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법원도 비슷한 경우에 동일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J.K. v. Office of Admin. 청문회, No. E038673,
2006 WL 763675, at *1 (Cal. Ct. App. 2006 년 3 월 24 일). – (주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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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따라 상담원
서비스, 독립 생활 서비스 또는 기타 유형의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9. 룸메이트를 필요로 합니다.
SLS 를 받기 위해 룸메이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룸메이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 7 장 Lanterman Act 의 권리에 대한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10.

이 지역에서는 SLS 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 지역 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SLS 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지역 센터는 또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 12 장 Lanterman Act 의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센터 및 개발
센터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tellectual-developmentaldisabilities/rights-under-the-lanterman-act-manual-rula.
11.

지역 센터가 여러분의 SLS 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역 센터가 여러분의 SLS 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5

§ 4648(a)(1). – (주 문서로 돌아가기).

7 페이지 / 10 페이지 중

1. IPP 미팅을 가져야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2.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지역 센터는 변경이 시작되기 30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역 센터가 취하려는 조치
2. 조치에 대한 이유
3. 변경이 시작될 경우; 및
4. 이 조치를 지지하는 법률.
여러분은 지역 센터에 동의하지 않고, 청문회까지 서비스가 동일하게
유지되기를 원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 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SLS 대행사 선택 - SLS 대행사 선택 시 묻는 질문.
(이전 지역 이사회4에서 발달 장애에 관한 주 의회 허가 채택)
좋은 소식입니다. 지역 센터가 SLS에 대한 여러분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지원되는 생활 에이전시를 선택할 경우,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어떤 에이전시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에 관하여:
1.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집에 살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까?

8 페이지 / 10 페이지 중

2.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3. 얼마나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까?
스태프에 관하여:
1. 저를 도와 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 저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3. 야간이나 주말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제가 누구를 부룰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 관련:
1.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2. 저는 다른 것을 하기를 좋아합니다(예를 들어, 춤, 애완 동물).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기대:
1. 누군가를 위해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1.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나요?
2. 여러분이 돕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들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결론:
1. 여러분의 에이전시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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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까?
3.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미팅 이후:
1. 에이전시에 대해 좋아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에이전시에 대해 싫어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3. 여러분과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좋아했습니까?
4. 그들에게 물어볼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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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 800-776-5746 으로 전화하거나 상담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