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정보
수혜 자격
커뮤니티 리빙 BC(CLBC)는 자격이 있는 성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BC에는 수혜 자격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담당자의 일관되고 공정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수혜 자격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보 안내지는 이
수혜 자격 정책에 관하여 자주 하는 일부 질문에 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CLBC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혜 자격
신청은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의 만 16세 생일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CLBC 수혜 자격이 있나요?

CLBC에는 두 가지 수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유자격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발달 장애나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PSI)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전부 맞아야 합니다. CLBC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

• 적응 기능에 심대한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CLBC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PSI)을 통하여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중 어느 하나의 진단을 받은 성인

CLBC는 수혜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이 CLBC 수혜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문 평가서 같은 특정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CLBC는 다양한 개별 평가에 대하여 특정 분야의 승인된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 평가서를 받습니다.
CLBC 담당자가 수혜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평가서 및 서류에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CLBC 담당자는 특정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명부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 자격에 관한 질문에도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 기준
발달 장애

성인으로서
• 지적 기능이 심대하게 손상됨
• 적응 기능이 심대하게 손상됨
• 이 같은 손상이 만 18세
전에 시작되었어야 함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
(Personalized Supports
Initiative, PSI)

성인으로서 발달 장애는 없으나
• 적응 기능에 심대한 제한이 있음
그리고

•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FASD) 진단을
받았거나

•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진단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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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자격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혜 자격 결정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승인된 전문가가 작성하여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이 DSM-5에
인용된 “지적 장애 진단 기준(Diagnostic Criteria for intellectual
disability)”을 충족한다고 명시한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CLBC 수혜 자격 양식(Eligibility FORM)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PSI) 수혜 자격 결정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된 전문가가 작성한 CLBC 수혜 자격 양식 그리고
• 승인된 전문가가 작성하여 대상자의 적응
기능에 심대한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적응 기능
(Adaptive Functioning) 평가 보고서

그리고

A. 승인된 전문가가 작성하여 대상자의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 진단을 확인하는 평가 서류 또는
B. 승인된 전문가가 작성하여 대상자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진단을 확인하는 평가 서류

아직 성인이 아닌 우리 아이의 CLBC 성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은 빠르면 만 16세 생일에 CLBC 수혜 자격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CLBC는 만 16세가 지난 청소년의 서류를 심사합니다.
이 절차를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자녀가 아동 가족
개발부(MCFD)의 지원과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MCFD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전환 계획을 세우는 일과 필요한 평가 서류를 받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CLBC 성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필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CLBC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여부를 알려드리거나 다른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때로는 필요 서류가 한 번에 다 제출되지 않거나 평가 서류를
보아도 대상자에게 CLBC 수혜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가 CLBC에 전부 접수되기까지 여러 주 또는
심지어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절차를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혜 자격 결정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결정이 내려지면,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의 CLBC 성인 서비스 수혜
자격 여부를 알려드리는 CLBC 담당자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수혜 자격이 확인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CLBC 담당자가 부모나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 단계와 일정,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BC주 밖에서 CLBC에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그러나 반드시 BC주에서 누구든지 따르는 절차를 똑같이
따르셔야 하며, 누구든지 제출하는 서류를 똑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CLBC 신청은 BC주 밖에서 하실 수 있지만, CLBC가
재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BC주로 실제 이주하실 때까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보 안내지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CLBC의 수혜
자격 정책(Eligibility Policy)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www.communitylivingbc.ca 에서 About Us > Policies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CLBC에 신청하시는 방법

아동 가족 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MCFD)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첫 단계는 MCFD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CLBC 지원 전환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첫 단계는 부모나 해당 성인이
CLBC에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필요 서류와 평가서를 작성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승인된 전문가 명부

성인의 경우, 다음 무료 전화로 CLBC에 연락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1 877-66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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