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장장애인을 위한 조지아주 위기대응 시스템’  (GCRS-DD)은 조지아 주의 위기직통전화 (GCAL)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간호 시스템입니다. GCRS-DD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위기상황을 지원하며 

병원, 응급실 또는 법집행기관(투옥을 포함한) 수용을 대신하는 대안입니다. GCRS-DD 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해진 5세나 그 이상의 성장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그 대상자는:

 18세 이전에 지적/성장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22세 이전에 비슷한 장애가 있었다는 증빙서류가 있는 자, 

또는

 성장장애를 암시하는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입니다.

위기 상황 시 간호인의의무

 우선, 위기상황을 해소 하고/하거나 위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시도할 것.

 만일 그 당사자에 대한 행동 계획안이 세워졌으면 현 위기해결 방법에 그 계획을 적용할 것.

 상황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 당사자나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GCAL (1-800-715-4225)로 전화할 것.

 의료적 응급 상황 시, 또는 범죄 발생 시에는, 911에 전화할 것.

GCAL 의 수신인원이 전화로 위기 상황을 평가, 해결하거나, 누가 실제로 개입해야 할 때에는 이동 위기팀을 

파송시킵니다.

이동 위기팀 

이동 위기팀은 최소한 인가된 소셜월커 (LCSW), 1명의 행동 전문가 및 직접보조인력을 1인 씩 포함합니다. 기타

팀원으로는 공인 간호사, 안전원, 추가 소셜월커 및 보조인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의사 상담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동 위기팀은 위기 현장의 상황파악을 위해 1시간 반 이내에 도착합니다. 위기에 처한 당사자를 평가한 후에

소셜월커는 24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마다 당사자, 가족/보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지원 코디네이터, 주 서비스

코디네이터, 기획 목록 행정인 및 수신 및 평가 인력)에게 모든 권고사항 및 필수 추가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해

줍니다

지원 서비스 
이동 위기팀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한 기일 간 (7일을 초과하지 않음) 제공되는 집중  사택 내 또는 사택 외 

지원을 해 줍니다. 7일을 초과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주 지역 내의 성장장애 관련 지역 서비스 행정인 (Regional Service

Administrator)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성인용 사택 외 위기 지원소는 동 시간에 4명 이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10~17세 어린이/청소년용 임시 즉각 지원소 (TIS)는 동시간에 4명 이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택 내 응급 지원은 5~9세 어린이들에게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에 관해서는 성장장애부 DBHDD,

(404) 463-8037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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