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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이사의 메시지
전무 이사 로리 바날레스 (Lori Banales)

2022년이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 파트너로 구성된 우리ACRC 가족의 공동 성과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이 팀은 함께 시간과 비전을 투자하여 사람 중심의 결과를 증진하는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실행했습니다. 이전에 강조한 바와 같이, ACRC는 
주택, 고용, 고객 및 가족 지원, 지역사회 포용 및 참여에 집중하는 전략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 내에는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우리 관심의 
초점과 산출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목적 있는 의도를 갖고 우리 
기관들의 성과 계약과 연계되는 확인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 기관의 업무를 선도하는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주택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과업 중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ACRC 전략 계획 -
https://www.altaregional.org/post/acrc-strategic-plan-0
ACRC 성과 계약 -
https://www.altaregional.org/post/performance-contract-0

주요 장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Matt Duff-Kelly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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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 이사의 메시지
• 고객 스포트라이트
• 임상 코너
• 고객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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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이사의 메시지 – 계속
전무이사 - Lori Banales

조정된 미래 계획 (Coordinated Future Planning)과 관련된 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주제별 전문가(고객, 가족, 
직원)를 개발자 및 발표자로 통합한 간병인 승계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및 관련 계획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참여과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교육 경험이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고객 자문위원회(CAC)는 생활 
옵션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위원회 업무를 주택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계획 팀이 승계 계획을 개발하고 원하는 미래 생활 방식을 식별할 때 생활 옵션 토론을 통해 계획 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독립적인 생활에 중점을 두며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의 
촬영 및 제작이 Futures Explored/Futures Film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된 고객에 의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집중하는 주택 초점 분야에는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ACRC는 Lanterman Housing Alliance의 회원이 되었으며 우리 10개 카운티 관할 구역(catchment 
area) 전체에 걸쳐 저소득층(side-aside) 유닛 수를 늘리기 위해 주택 개발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두 개의 승인된 프로젝트 (Sacramento 및 Elk Grove)가 있으며 승인된 자금(Woodland 
및 Lake of the Pines)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승계 계획 절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때가 되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를 대상 리소스 개발에 사용합니다.

또한, ACRC는 고객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바우처와 리소스를 소진할 수 있도록 주택 이용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카운티 주택 계획에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방 수준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부모 집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내비케이터 
직원 채용을 위한 자금 요청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리소스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직책은 독립적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옵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주택 신청 절차를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센터에서 진행 중인 과업의 스냅샷이며 이 과업은 2023년을 맞이하여 계속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전략 계획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진행 상황은 전년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해 1분기 
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ACRC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최고의 
기회와 지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CRC는 2022년 11월 30일에 새크라멘토 사무실에서 
초소형 기업 박람회(Microenterprise Fair)를 개최했 
습니다. 예술품, 공예품, 제과류 등을 판매하는 
소기업을 소유한 12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더 많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기는 기대합니다.

ACRC 초소형기업 박람회 개최



새로운 임상 직원 새넌 울러비(SHANNON WILLOUGHBY)  
치과 코디네이터를 환영합니다

ACRC는 성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증거 기반 교수법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리소스 개발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1개 지역 센터 모두가 캘리포니아 자폐증 전문 교육 및 정보 네트워크 
(CAPTAIN) 소속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CAPTAIN 참여의 일환으로 지역 센터 간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폐증 및 증거 기반 관행 (EBP)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지역 센터CAPTAIN 그룹은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CARE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CAPTAIN 성인 지원 및 평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CARE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서비스 결과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지식과 증거 기반 관행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CAPTAIN 의 경영진 팀에 속한ACRC의 자체 자폐증 전문가인 매리 
레틴하우수(Mary Rettinhous)는 새로운 교육 리소스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 프로젝트의 단독 트레이너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주 전역의 3개 주거 
시설이 교육 훈련과 5주간의 지속적인 코칭을 모두 받았습니다. 총 8명의 
직원과 7명의 고객이 CARE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객 
목표의 92%가 충족되었거나 초과되었으며 서비스 공급자는 EBP에 대한 
지식과 사용을 모두 늘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해, 각 지역 
센터는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와 함께 EBP 교육 모듈을 사용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2년 말까지 우리 주의 21개 지역 센터의 절반 이상인 12개 
지역 센터가 이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Mary Rettinhouse, MS, BCaBA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임상 전문가

Shannon Willoughby는 치과 및 구강 건강 분야에서 13년 간 일해 온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등록 치과 위생사일 뿐만 아니라 치과 위생 학사 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광범위한 직접 진료 경험, 관리 기술 및 따뜻한 성격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들이 양질의 시기적절한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상담 코너

사전 치료 계획을 통한 자기 결정권 강화

2022년 1월 뉴스레터에서 우리는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 (ACRC)가 캘리포니아 공감 치료 연합(Coalition for 
Compassionate Care of California: CCCC)과 두 번째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사전 치료 
계획을 둘러싼 계획팀 토론과 개인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에 개인의 희망 사항을 문서화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자문 그룹의 일관된 참여와 지원으로 서비스 코디네이터 교육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현재 CCCC 직원: 쥬디 토마스(Judy Thomas), JD,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틴 왈락(Kristine 
Wallach)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키타 숄(Keeta Scholl)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치료 계획, 개인의 문화적 안목, 
의료 의사 결정, 임상 고려 사항 등 과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둔 심층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미리 계획하기 – 미리 
계획하기 워크북(Thinking Ahead Workbook)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나의 방식(My Way), 나의 선택(My Choice), 나의 
삶(My Life)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여전히 지역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후,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이 사전 치료 계획 논의에 참여하고 개인의IPP에 정보를 문서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대신하여 시기 적절한 의학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환자가 무력해지고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소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ACRC 및 자매 센터인 Valley Mountain 지역 센터 (VMRC)가 교육 계획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CCCC가 나머지 19개 지역 센터의 프로젝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CCCC와 협력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되어 기뻤으며 이들의 사전 치료 계획, 시한부 환자에 대한 간호의 전문 
지식, 그리고 사전 치료 계획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지역 센터 고객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ACRC – 직원들이 HMONG의 새해를 기념합니다

https://www.altaregional.org/sites/main/files/file-attachments/handout_3_-_thinkingahead_english_0.pdf?1666913059
https://www.altaregional.org/sites/main/files/file-attachments/handout_3_-_thinkingahead_english_0.pdf?1666913059


고객 코너 고객 자문위원회(CAC)는 “내집에서의 생활(life in my own home)”을 예로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적인 생활 
서비스, 지원 생활 서비스를 받는 고객 및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일반 리소스 및 지원을 받는 고객을 예로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이 
목표는1) 주택 옵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2) 고객이 자신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고객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youtu.be/mMI2iLsyuvY

ACRC의 CAC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예정된 회의 날짜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altaregional.org/client-advisory-committee-cac.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담 네블렛(Adam Neblett)입니다. 저는 30세이고Red Dogg Walking 
Services라고 부르는 지역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비즈니스를 밑바닥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개들을 산책시키고 먹이를 줍니다. 저는 
개들이 매일 적절한 운동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들의 주인들인 저의 고객들은 
새크라멘토의 Freeport 및 Land Park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 몇 명 있습니다. 저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비즈니스를 이러한 인근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경전철 또는 버스를 
타고 이러한 곳들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한 직업 윤리를 갖고 있는 데 이는 
그것을 심어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른 저에게 열심히 일하고 “야심찬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Red Dogg Walking Services는 재택 비스니스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웃에서 살고 일합니다. 저는 2010
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으며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재택 지원 서비스 (IHSS)를 받고 있으며 저의 
아버지가 저의 IHSS 간병인입니다. 저는 솔루션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호기심이 많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하고 제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는 보통 잠시 멈추고 생각할 때 답이 나옵니다. 동물들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동물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남는 시간에는 San Francisco 49er의 미식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이 승리하면 저는 지나칠 
정도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마틴 루터 킹 박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변화를 옹호했습니다. 저는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함께 어울리기에 정말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저의 아버지가 타이거 
우즈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골프 치는 것을 좋하시므로 저는 아버지가 언젠가 Tiger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노련한 베테랑이 될 것입니다.

Red Dogg Walking Service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916-548-8150으로 문의하십시오.

고객 스포트라이트 – ADAM NEBLETT

DREAM THEATRE INC는ROSEVILLE에서 열리는 연례 SYLVIA BESANA 
홀리데이 퍼레이드에 참가합니다

Dream Theatre 출연진들이 심사 위원 앞에서 노래해 1등을 차지했습니다!
Dream Theatr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dtrocks.org를 방문하십시오

https://youtu.be/mMI2iLsyuvY
https://www.altaregional.org/client-advisory-committee-cac.
www.dtrocks.org


조정된 미래 계획 이니셔티브- 업데이트
1년 간의 개발 끝에 ACRC의 조정된 미래 계획 태스크포스는 약 125명의ACRC 코디네이터 및 관리자에게 4시간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측면에는 노인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는 고객을 위한 IPP 회의에서 
간병인 승계 계획을 문서화하고 계획 팀 회의에서 미래 생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역 센터 고객 및 
가족 구성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이 교육은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고객 및 가족과 이러한 중요한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교육 기록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altaregional.org/post/coordinated-future-planning-cfp-training

장애인 주택 연합
장애인 주택 연합 (DHA)는 지적 및 발달 장애 (IDD)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옵션을 늘리는 데 전념하는 부모 및 
단체가 새로 조성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미래 (Future For Our Kids),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ACRC), 발달장애 주 위원회(SCDD), 플레이서 독립 리소스 서비스 (PIRS) 및 많은 부모들이 포함됩니다. 
Future For Our Kids는 그룹의 연락 창구이며 성인 자녀를 위한 양질의 삶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과도기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플레이서(Placer) 카운티 리소스입니다. 이 
그룹은 ACRC 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CRC의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디렉터와 매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입하려면 futureforourkidsca@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목표:
 • 주택 개발을 위한 지역 옹호자가 될 부모 및 기타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을 설치합니다.
 • 지역 공무원, 계획위원회, 서비스 조직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연합을 조성합니다.
 • 저렴하고,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개발을 장려합니다.

https://www.altaregional.org/post/coordinated-future-planning-cfp-training


리소스 개발 업데이트
지난 분기 동안의 리소스 변경 사항

신규 서비스 제공자

사회 레크리에이션/스포츠 클럽
Dolphin Swim School Inc.

개인 중심 계획 제공자
Quality Life Services

전문 치료 서비스
RPK Forensic Psychological & Consultation Svs

(3 – 21세)
RPK Forensic Psychological & Consultation Svs

(21세 이상)
Milotz Psychological Service Inc

고객/부모 지원/행동 개입
Early Days Autism Center

상당 서비스
Jessie Ott

The Next Step Therapy
Center for Holistic Psychology

성인 주거 시설
Cister’s Loving Care Home II

Nicobella Home Care Inc.
Ella Rose Care

Bella Hills Care Home
Bestlife - Eastside

Vineyard Home Care Inc
Milestone Care Home Inc

행동 분석가
Moving Mountains LLC

Impact Behavior Analysis & Solutions

데이 프로그램, 독립 생활 서비스, 고용 서비스 및 맞춤형 데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DDS 지침

발달장애서비스국(DDS)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비스가 변경된 수천 명의 ACRC 고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로 비주거 대체 서비스가 종료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발달장애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고용 프로그램과 같은) 데이 프로그램 유사 프로그램 및 독립 생활 서비스를 
(전화 또는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DDS는 맞춤형 데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지역 센터에 대한 DDS 지침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rc/regional-center-directives/. 다음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 2022년 12월 1일 현재 대체 주거 서비스
 • 2022년 12월 1일 현재 맞춤형 데이 서비스

 ◦ 동봉 A
 ◦ 동봉 B

 • 2022년 11월 23일 현재 원격 서비스 – 주간 프로그램 및 독립 생활 서비스

운송
Med Star – 공급자 요청

음성 병리학
Stephanie Garo – 공급자 요청

주거
Warner’s Family Home #2 – 시설 이전

Cadway Home – 시설 이전

폐쇄된 서비스 공급자

https://www.dds.ca.gov/rc/regional-center-directives/.


우리는 공유해야 합니다 –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 MAHLET TAREKEGN
제 이름은 마하렛 테어켄(Mahlet Tarekegn)입니다. 저는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발상지로 간주되며 저는 알타 지역 센터의 동료들과 제 문화를 공유하고 에티오피아 커피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행사는 2~3 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회 문화 생활의 
일부입니다. 커피 행사에 초대하는 것은 우정 또는 존경의 표시로 간주되며 에티오피아 환대의 한 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 행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 한담을 나누고 삶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교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자문위원회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자 자문위원회 (PAC)는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역센터와 이사회에 
조언, 권장 사항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PAC는 또한 기존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서비스 옵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일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 서비스로부터의 전환 방법
 ● 인력 문제 해결 방법
 ● 요금 연구: 실행 가속화; 생활 지원 및 독립 생활 요금 문제 해결하기

서비스 제공자 자문위원회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PAC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의 PAC 가입 고려를 환영합니다. 전체 ACRC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가장 잘 대표하기 위해, PAC는 특히 전문 서비스 (PT, OT, ABA, 언어 등), 조기 개입 또는  
아동 서비스, 주거 서비스, 주모 또는 개인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10개 카운티의 ACRC 모두에서 대표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서비스 제공자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오전 9시30~11시 30분까지 PAC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자는 온라인 또는Brenda Smith 회의실에서  
직접 참석할 수 있습니다, 7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공식 PAC 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ltaregional.org/provider-advisory-committee-pac에서 온라인으로 PA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PAC 아웃리치 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참파(Eric Ciampa)에게 eciampa@ucpsacto.org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altaregional.org/provider-advisory-committee-pac
https://www.altaregional.org/provider-advisory-committee-pac


숫자로 본 ACRC

ACRC의 고객이 매년 약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022년 12월 8일 현재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arly Start – 2311명
Lanterman 고객 - 25,668명
합계 = 27,979명

특집 장인 프로필 –  
MATTHEW DUFF-KELLY BOMB’OS

핫 초콜릿과 핫 체리 밤

2022년 산타 데이

제 이름은 매튜 더프- 켈리(Matthew Duff – Kelly)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Bomb’os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스니스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제 비즈니스를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휴일을 테마로 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밤
(bomb: 핫 소스) 감각을 만족시킵니다.

회사로서 우리의 목표는 평범함에서 벗어나 맛있고 기억에 남는 디저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휴일에 맞춰 장식되는 새롭고 맛있는 특별 
음식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뉴:
Hot Coco Bombs - Homemade Hot Coco Mix, Tooth Fairy Meltable Chocolates 
Hot Cherry Bombs - Oreo Cookies, Cream Cheese, Maraschino Cherries, 
Tooth Fairy Meltable Chocolates

귀사의 제품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메일 Matt mduffkelly@yahoo.com 
인스타그램 @bombos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