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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발달장애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려되는 점 

최근 아동가족부(MCFD)는 2025년부터 개별 펀딩(IF: Individualized Funding)을 

종료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 많은 가족들은 저희 ACT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새로운 정책은 현재 가족들이 받고 

있는 자폐 기금(Autism Funding)과 학령기 치료 프로그램에 (School-aged extended 

therapy benefits)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가족들은 이번 아동가족부(MCFD)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많은 노력과 작업을 해 왔지만 결과는 적잖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도 복잡하고 관점들도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BC 주의 

장애 아동 지원 시스템에 새로운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고 상당한 양의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련 당국들이 향후 정부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획일적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별 펀딩(IF)은 장애 가족들에게 매우 적합한 모델입니다. 동시에 

지역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 가족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건설적 권리 주장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부처가 정책 

변경을 발표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가족부(MCFD)의 발표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가족들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면 BC주의 모든 정당들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비드로 인해 진단 및 치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의 

부모들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가족들은 기본적인 조기 치료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ailto:info@actcommunity.ca
https://autismtraining.sharepoint.com/Special%20Projects/Advocacy%20-%20MCFD%20Announcement%20-%20Oct%202021/Translated%20Advocacy%20Page/www.actcommunity.ca


 

ACT – Autism Community Training 
120B-3823 Henning Dr. Burnaby, BC V5C 6P3 

Tel: 604-205-5467    Toll-Free: 1-866-939-5188    Fax: 604-205-5345 
Email: info@actcommunity.ca Website: www.actcommunity.ca 

다양한 권리 주장 방법 

우리는 여러 수단을 통해 건설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과 언론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BC주 

의회 의원들과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품위와 예의를 지키면서, 하지만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장애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집회에 함께 나가자고 할 수도 있고, 청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돕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청원 및 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T 페이스북 페이지’ (ACT’s 

Facebook Page) 혹은 ‘커뮤니티 이니시어티브’ (Community Initiative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지를 보내면 좋을 대상자들입니다. 

• 미치 딘 (Mitzi Dean), 아동가족부 장관 (the Minister for 
MCFD) MCF.Minister@gov.bc.ca. 

• 지역 의회 의원 (MLA). 여러분 지역의 의회 의원을 찾으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www.leg.bc.ca/learn-about-us/members. 여러분 지역의 의회 의원과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 BC주 수상, 존 호건(John Horgan) premier@gov.bc.ca. 

• 아드리안 딕스(Adrian Dix), 보건부 장관 (the Minister for 

Health) HLTH.Minister@gov.bc.ca : 현재 BC 자폐 진단 네트워크 (BC Autism 

Assessment Network)에 2,000명의 아동이 진단 대기 중임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Jennifer Whiteside), 교육부 장관 (the Minister for 

Education), EDUC.Minister@gov.bc.ca : 장애 자녀가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편지를 보내십시오.  

편지를 보낼 때 이메일에 ACT(info@actcommunity.ca)를 참조(CC)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나 단체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들 

• 기존에 이미 잘 작동되고 있는 팀이 해체가 되면 해당 자녀와 가족에 혼란이 온다. 

• 서비스 제공자를 부모가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만약 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잘 

맞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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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이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적어 보라. 아직도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가? 

자녀가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인가?  

• 새로운 허브들이 현재 수준보다 적어도 1/3 이상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맞는 수준의 예산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대기자들이 허브로 가게 되는가? 과거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이들은 정부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가? 

• 허브에서 일하는 심사원들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들은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인가? 현재 아동개발센터(Child Development Center, 

CDC)도 '필요 기반 (needs-based)'으로 되어 있고, 필요가 있는 모든 아동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아동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대기자 명단에 오르거나 

아주 최소한의 지원만 받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명단의 상위 순번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아동가족부(MCFD)는 특정 평가 도구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은 이들 

허브에서 필요를 결정하는데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들 도구들이 허브로 찾아 오는 다양한 아이들의 필요를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왜냐 하면 이들 도구들은 그런 용도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브는 그저 ‘문지기 (gate-keeper)’에 불과한 것인가? 

• 아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현재 2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장애 아동의 진단 대기 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 
 
최신 정보 확인 

ACT 는 이번 발표와 관련된 아동가족부(MCFD) 공지사항과 자료 페이지, 언론 보도 및 

장애 단체의 성명서 등에 대한 링크 페이지를 담고 있는 ‘MCFD 새로운 장애 아동 

정책’ (New MCFD Framework for Children with Support Needs)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편지를 보내기 전에 여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CT 의 이메일 목록에 가입하십시오 (Join ACT’s confidential email list).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ACT 를 팔로우하면 (follow ACT on Facebook) 새로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T 의 페이스북(ACT’s Facebook)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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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부(MCFD) 최신 정보 

아동가족부(MCFD)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발표 내용과 자료  
See announcements and resources from MCFD on the new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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