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서 살고 싶으신가요? 본인이 선택
하기 나름입니다. 지역 공동체로 
이사를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어떠한 선택을 하실 수 있
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도어Open Doors” 프로그
램은 요양원 또는 중간보호시설 
등에서 지역 공동체 내의 거주형
태로 사람들의 이주를 돕는 일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州 가 장
기간의 메디케어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을 지역 공동체 생활을 하
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주센터 및 도우미 프로그램, 추
천인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이
주가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로 이주하기  
원하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www.ilny.org | 518.465.4650

이 문서는 미국의 보건 사회 복지부 산하 의료보험  
센터(CMS)의 보조금 CFDA 93.79 을 받아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내용이 보건 사회 복지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연방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우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사항에 대
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다음과 같은 선택의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  한다면 어디로 할 것인지, 
• 복지사 선정 및 간병인 선정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 언제 또 무엇을 먹을 것인지, 
•  어떻게 입을 것인지, 
• 친인척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할 것인지, 
•  예배의 장소를 정하는 것, 
•  온도 조절, 
•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  소유물에 대한 사유화 및 보안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지, 
•  언제 샤워를 하고 (또는) 언제 목욕을 할 것
인지, 
•  필요한 만큼의 방해받지 않는 잠을 언제 잘 
수 있는지, 
•  룸메이트를 둘 것인지 혼자 살지, 등.

도우미들은 전부 정규훈련을 마치고 
독립생활센터에 의해 고용됩니다. 
도우미 인력은 충분하여 주州 전반에 
걸쳐 어떤 지역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 가족도 비슷한 
처지의 다른 가족에게 이주에 대한 
고민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또는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오픈도어 프로그
램에 전화하거나 (1.844.545.7108) 홈페이

지를 방문해주세요. (www.ilny.org)

이주센터는 요양원 및 중간보호시설에
서 지내는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 및 가
정 기반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지
원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보를 주는 일을 
하며, 뉴욕 주 각 지역의 독립생활센터
마다 이주전문가들이 상주합니다.  

이주 전문가들은 여러분 그리고/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필요로 할 서비스를 알
아보고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도 
포함합니다. 

•  공동체 생활 준비교육: 지역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필요한 정보 
및 기량이 갖춰지도록 제공하는 
교육  

•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특정적인    
  서비스 파악

•  가격도 적당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주거형태를 
찾는 일

이주 전문가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 사회로의 이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줍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지
역 공동체로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오픈도어 프로그램에 전화
하거나 (1.844.545.7108)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ilny.org) 

오픈도어 도우미 프로그램은 이전에 복지
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지역사회로 이주
를 하고 그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요양시설 및 
계발센터를 방문하여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지역사회로 이주
를 원하는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