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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침 

교통수단(transportation) 구입시, 리저널 센터는 최소비용이 드는 수단으로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데이(day)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왕복 교통 
수단이 사용되면,  총경비는  교통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합친것이 됩니다.  급한 의료 
약속등으로 한 번의 택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리저널 
메너저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서비스를 주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공립학교 프로그램이나 비공립학교를 가기 위한 교통 수단의 의무는 지역 교육 
에이전시에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공립학교 또는 비공립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교통 
수단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활동(activity)이나 약속들(appointments)에 
필요한 교통을 주선하고 제공하는 것은 부모와 양육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개인 교통 수단이 없다면 공공/공립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자/아동의 경우, 가족이 교통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확하고 충분한 이유를 서류화 하여 리저널 센터에 제출하면 리저널 센터는 교통 수단을 
위한 지원을 할 것 입니다.  가족이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때, 리저널 센터는 가족에게 
버스 패스(bus pass)를 구매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의 장애로 인해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가족이 부모나 양육자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아동을 이동시킬 수 없다면 센터는 예외로서 
교통(transportation)수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가족에게 버스 패스나, 교통 



상품권, 또는 교통 서비스를 하는 계약된 공급자를 사용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성인 

모든 성인들은 대중 교통 수단 (public transportation) 또는  공공적인 교통 보조 기관 
(paratransit) 사용 능력 여부를 평가 받게 됩니다.  개인이 대중 교통 수단이나 공공적인 
교통 보조 기관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리저널 센터는 이동 훈련(travel training)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개인에게 센터는 별도의 교통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것입니다. 

경쟁고용 또는 지원고용이 된 성인들은 그들의 직업 장소까지 독립적으로 이동하거나 
지원 고용 에이전시의 자원을 사용하여 교통편을 제공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에 사는 성인 중 주된 교육, 훈련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중 교통 수단 또는 
공공적인 교통 보조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에게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교통을 
주선하는데 필요한 교통 상품권(transportation voucher)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개인 교통 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와 계약이 되어 있는 교통 서비스 공급자를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주거 공급자들(residential providers)은 그들의 거주자들이 활동과 약속(activities and 
appointments), 작업과 일일 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교통을 제공하고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일반 교통 수단이나 공공적인 교통 보조 
기관을 사용해 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면 리저널 센터는 주거 서비스 공급자가 
교통을 제공하고 주선하는 일에 대해 일일 수당을 제공합니다.  만약 데이 프로그램에서 
교통 수단을 거주자에게 제공한다면 주거 서비스 공급자는 교통 서비스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