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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제3호

ALTA 커넥션

전무 이사의 메시지
전무 이사 Lori Banales
새해를 축하합니다! 7월 1일은주 예산으로 고객, 가족, 공급업체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우리 지역센터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몇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촉
진하는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정부는 인력을 안정시키고, 
사례 수를 줄이며, 포용의 기회를 늘리고, 대민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유아 지
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포함된 조치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그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 센
터(ACRC)는 발달장애서비스국(DDS)과 협력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러한 이니시어티브를 시행합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6월말에 지난 회계 연도를 괄목할만
한 성과로 마감했습니다. ACRC 이사회는 지역사회 및 직원들과 협력하여 향
후 3년 반 동안 지역 센터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획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목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우선 순위에 둡
니다.

분기별 고객, 서비스 제공자 및 직원 업데이트 뉴스레터

페이지 계속 2

추천 아티스트 Cindy Misner
에 대한 자세한 소개 페이지 8

이번 호의 내용:

 • 전무 이사의 메시지
 • 직원 스포트라이트
 • ACRC 전략 계획
 • 고객 스포트라이트
 • 고객 코너
 • 고객 스포트라이트
 • 고객 코너
 • 리소스 업데이트
 • 숫자로 보는ACRC 
 • 추천 아티스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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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이사의 메세지 – 계속
전무 이사 - Lori Banales
이 뉴스레터를 읽으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적 초점 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고객 및 가족 지원
2. 취업
3. 주택 및 생활 옵션
4. 지역사회 포용 및 참여
우리의 지역 센터 시스템은 계속해서 성장 및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및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
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해 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리며 부여 받은 임무 완수에 전념할 것입니다.
위대한 새해를 위해 건배합시다!

직원 스포트라이트
Rima Cornish는 지난 1월에 청각 장애 및 난청(DHoH) 코디네이터로Alta에 합류
했습니다. Rima는 청각 장애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5세대 청각 장애인
이며 의사 소통을 위해 미국 수화를 사용합니다. Rima는 가족 및 아동 연구 학사 
학위와 농아 교육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협력하여  DHoH
인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리소스를 식별하고 포용하도록 권장하는 일
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Alta에 합류하기 전에, Rima는 DHoH인 어린이들과 함
께 학교 시스템에서 그리고 공급업체 커뮤니티에서 직업 코치로 일했습니다.

Rima는 Alt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DHoH 고객을 위한 리소스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합니다.

 • Alta 직원,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에 DHoH인 고객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코디네이어 및 계획 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DHoH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Rima에게 rcornish@altaregional.org로 문의 하세요

공유합니다....
새크라멘토 사무소 주거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인 Sean Elliot은 신입 사원 오리엔테이션
을 막 마쳤습니다. 그에게 코치를 해 준 트
레이너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Sean은ACRC의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진 쿠
기를 가져왔습니다.

ACRC 고객 서비스 책임자Mechelle 
Johnson이 이 기막힌  Alta 로고 쿠기 하나
를 들고 있은 멋진 사진을 공유합니다.

환영합니다,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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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C 2022 - 2025 전략 계획

ACRC는 우리 기관을 위한 3개년 전략 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구성원, 이해 관계자 및 직원의 노력에 감사
들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획의 4가지 전략적 초점 영역에 대한 최상의 개요를 보
려면, 계획 소개에서 발췌한 이 내용을 참조하세요. 전체 전략 계획은 저희 웹사이트 
altaregional.org에 나와 있습니다.

전략 계획에는 다음 4가지 전략적 초점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 및 가족 지원 – 고객 및 가족들의 피드백은 가정 환경에서 거주하는 개인을 지
원할 때 더 큰 유연성과 사람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리소스에 대한 링크 제공도 강조되었습니다.

취업 – 이는 캘리포니아와 지역 센터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객들은 의
미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고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취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 지역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주택 및 생활 옵션 – 접근 가능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이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 및 생활 옵션을 식별합니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개발합니다.

지역사회 포용 및 참여 – 우리 지역사회는 포용과 참여의 중요성과 그것의 지역사
회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선호하는 언어로 지역 센터 정보에 접근하는 것
은 선택과 기회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사
회에서 대민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합니다. 집수
(catchment) 지역 전체에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연계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 범위
를 확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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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코너

ACRC의 고객자문위원회(CAC)는 현재 하이브리드 형식으
로 1년에 9개월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Amy 
Lampe입니다. 이 사진은 2022년 6월 14일CAC 회의에서 
찍은 것입니다.

ACRC가 우리의 전략 계획을 개발함에 따라, CAC는 주택
의 전략적 계획 초점 영역을 지원하는 데 강한 관심을 표명
했습니다. ACRC의 CAC는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CRC
는 이 동영상을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공유할 것입니다. Service Provider Futures 
Explored는 영화 및 미디어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며 이 프
로젝트에 대해 우리CAC에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ACRC의 CAC에 대한 추가 정보와 향후 회의 날짜 목록은 
저희 웹사이트https://www.altaregional.org/client-
advisory-committeecac를 방문하세요.

고객 스포트라이트
제 이름은 Stephanie입니다. 저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장애인차별주의(ableism)에 대
해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장애인차별주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
은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는 특권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편견,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racism) 및 성차별주의 (sexism)
와 같은 다른 억압 행위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과잉일반화, 태도, 미세공격, 및/또는 
장애자 접근 불가능성과 같은 환경적 장벽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주의는 특히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저는 저와 다른 능력
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지원 시스템에 대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 무엇이든 말씀 하세요! 장애자차별주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보이더라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
이 장애인차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차별주의가 무엇이며 그들이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주의에서 나온 것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
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직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기 자비. 장애인차별주의가 우리를 덮친 후 우리는 자기 자비 (self-compassion)를 연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
주의는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므로 자기 자비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주의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아십시오. 인종차별주의 및 성차별주의처럼 핵심 문제는 우리 사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지 비열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주적 행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
이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연민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리소스를 찾으려면, 제 웹사이트 wevegotsmarts.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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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코너
ACRC Appl응용행동분석가

ACRC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과 그들의 계획 팀을 지원하는 자격증을 갖춘 공인된 
행동분석가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들은 고객에 나타날 수  있는 고유한 문제로 인해 Early Start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에게 일관되고 종종 지속적
인 상담 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행동분석가들은 종종 행동 문제를 논의하고 서
비스 제공에 있어서 증거 기반 관행을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를 권장하기 위해 계획 팀 회
의에 참석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심각성 면에서 다양하고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행동 문제를 나
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공격, 언어적 폭언, 재산 파괴, 짜증, 자해 행동, 자기 
자극 행동, 이식증(pica), 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
동분석가들은 서비스 코니데이터, 부모 또는 간병인들과 삼당하고 행동의 심각성과 고객
들의 개별 요구를 고려할 때, 종종 고객들을 개인 또는 가정 환경에서 관찰합니다. 직접적
인 관찰은 고객과 계획 팀이 고려해야 할 가장 적절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이들의 영역 내에 있는 또 다른 역할은 고객이 기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진행 상황을 평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행동 중재, 적응 기술 훈련, 사회 기술 훈련 및 커뮤니티 
치료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을 위한 행동 중재 계획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분석가들이 지원하는 또 다른 영역은 교육입니다. 이들은 서비스 코디테
이터 및 공급업체를 위한 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ACRC 행동분석가들은 우리가 서비스 대상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고객
의 행동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코디네이터 에게 연락하여 
행동 상담 필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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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개발 업데이트

https://mirasolvillage.net/
새크라멘트 시내 바로 북쪽 Richards Boulevard에 위치
한 Mirasol Village Development는 DDS가 자금을 지원
한 15개 유닛을 지역 센터 고객을 위해 배정했습니다. 임차
료 및 유틸리티 비용은 고객 소득의 30%로 제한됩니다. 약 
30명의 이전에 식별된 지역 센터 고객들이 2022년 10월 최
종 선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First STEP Housing 
Access Services가 신청자들이 15 유닛 중 하나를 신청하
는 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ablelightvillage.org/community-locations/elk-grove/
ACRC는 DDS가 Laguna와 Bruceville의 교차로 근처에 있는Elk Grove의AbleLight Village에 21개의 별도 유닛을 
개발하기 위한 21/22 회계 연도 자금 요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Light of the Valley 교회 부지에 총 84 유닛을 추가합니다. 이 저렴한 주택 기회는 2025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임대
를 시작하는 활동은 2024년에 시작됩니다. 임차료와 유틸리티도 고객 소득의 30%로 설정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자는 The John Stewart Company입니다.

곧 시작됩니다!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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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서비스
Lincoln Training Center

전문 치료 서비스 
Dr J and Assoc Psychological Svs

물리 치료 
Christina Estrem, PT, DPT

육아 지원 서비스
자립을 위한 훈련

활동 센터
자립을 위한 훈련 CASS

독립 생활 서비스
자립을 위한 훈련

성인 주거 시설
Goldenlife, Inc.

독립 생활 서비스
Tahoe Ability Program

주거
H Patterson Family Care Home – 공급업자 사망
Dalton Van Striver Care Home – 공급업자 요청

Cerezo Care Home – 공급업자 요청

가사 도우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 공급업자 요청

상담 서비스
Susan Trunnell MFCC LLC – 공급업자 은퇴

서비스 제공자 자문위원회(PAC) 스포트라이트

Lindsey Dyba는 현재 Futures Explored를 위한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이 역할에서 그
녀는 집중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에서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Futures의  17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그녀는 2004년Futures에서 직업 코치로  I/DD 분야
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책임감을 키우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Lindsey는 PAC 공동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Michelle 
Ramirez와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내고 다른 서비스 제공
자에게 리소스 역할 수행하는 PAC의 목표를 더욱 진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상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우리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과 압력에 적응함에 따라, 
Lindsey는 Alta와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지난 몇 년 동안 구축된 강력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
기를 희망합니다.

자립을 위한 훈련은 회사가 직면한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고없이 모든 모든 그램을 종료했습니다. 
ACRC는 이전 고객 및 계획 팀 구성원과 함께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리소스 개발 업데이트
지난 분기 동안의 리소스 변경 사항

신규 서비스 제공자

계약 종료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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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ACRC
ACRC의 고객이 매년 약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2022년 6월 14일 현재 우리의 서비스 제공 대상:
Early Start - 2,373
Lanterman 고객 - 25,119

총 = 27,492

COLUMBUS ORGANIZATION – 비상 직원 레지스트리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 (ACRC)는 Columbus Organization과 주 전체
에 걸친 비상 직원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달장애서비스국(DDS)은 파괴적인 화재 및 홍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직
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레지스티리
를 설립했습니다. 레지스트리 개발 팀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YouTube 동
영상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https://www.altaregional.org/emergency-
staffing-registry를 방문하세요.

레지스트리 참여에 관심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세요: 

Julie Flannery – Columbus Organization jflannery@columbusorg.com
Beth Reiniger - Columbus Organization breiniger@columbusorg.com
Aaron Christian – DDS Aaron.Christian@dds.ca.gov

추천 아티스트 프로필
이름: Cindy Misner
Placer 카운티ARC 스튜디오 700 소속: Cindy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여성 중 한명입니다. 그녀는 마
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보입니다. Cindy는 유창한 방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말합니다. Cindy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은 구술 장식, 그림 그리기와 소묘입니다. 그녀는 자신
의 주제를 찾고 그것에 고유한 터치를 가합니다. Cindy는 Zoom 수업
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데 매우 바빴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안 프로그램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감탄스럽
도록 놀라운 그림과 소묘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나무를 손
수 재배하고 소규모 다육 식물 (succulent)로 정원을 가꾸고 가정 용
품으로 수제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Cindy는 많은 재능과 취미를 가
진 여성입니다. Cindy는 Placer 카운티 ARC 스튜디오 700의 놀랍도
록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아티스트의 작품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Studio 700 프로그램
에 연락하세요
Director Marie Wecker via email. mwecker@placerar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