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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소셜 레크리에이션, 복지 및 기관법 조항 4648.5 관련 기타 서비스
개편 안내

2021 년 7 월 1 일부터 복지 및 기관법(W&I: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조항
4648.5 의 변경으로 캠핑 서비스 및 관련 여행 경비, 소셜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세~17 세까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전연령), 전문 레크리에이션, 미술,
무용, 음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의료적 요법을 지원하는 리져널 센터의
권한이 개편됩니다. 리져널 센터는 W&I 조항 4648.5 변경 사항을 커뮤니티에 공시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됩니다.
발달장애서비스부(이하 ‘부서’)는 리져널 센터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가족, 제공 업체 및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지원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지원 활동 및 정보 공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나 리져널 센터가 구매한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 및 가족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활동 개발 과정에서 리져널 센터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비영어권 일원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개별 프로그램(Individual Program) 계획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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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W&I 조항 4646(a)에 따라 개편되는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및 관련 고객의 요구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각 리져널 센터는 지원 활동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리져널 센터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 구매(POS) 정책을 수정하여 서비스를 위한 자금 지원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해당 내용을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활동 계획과 수정된 POS 정책은 2021 년 12 월 15 일까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본 서신을 확인된 기준 언어(threshold languages)로 번역하고 웹사이트에
영문본과 번역본을 게시합니다. 본 서신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주 담당자 또는
(833) 421-0061 을 통해 커뮤니티 운영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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