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돌보미 지원 방법 
아동을 위한 HCBS

•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됩니다 

•	 아동과 청소년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 학교, 다른 환경에서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	 각 아동/청소년의 건강, 정신 건강, 마약 중독 치료 
및/또는 필수 발달에 개인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S 아동 MEDICAID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아동을 위한 HCBS 제공 대상 
아동을 위한 HCBS는 다음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됩니다.
1) 가정/지역사회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병원 또는 장기 시설에 

가고 싶지 않은 경우
3) HCBS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4) Medicaid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자격이 있을 경우 참고:  
일부 아동은 HCBS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Medicaid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HCBS 이용 방법
아동/청소년 및 이들의 가족/돌보미는 헬스 홈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 평가 
서비스(Children and Youth Evaluation Service)에 
1-833-333-2937번으로 전화하여 아동/청소년이 
아동을 위한 HCBS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 홈 케어 관리(Health Home Care 
Management)란?
헬스 홈(Health Home)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헬스 홈 케어 매니저는 
아동/청소년, 이들의 가정,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CB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은	누구나 헬스 
홈 케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 홈 케어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518-473-5569번으로 
전화하거나 hhsc@health.ny.gov에 이메일을 보내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HCBS에  등록하려면  아동  1915c 면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정보 

아동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료 보건 기관, 헬스 
홈 케어 매니저, Medicaid 관리형 케어 플랜, County SPOA 또는 아동 및 청소년 평가 

서비스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술 및 약물 남용 서비스부(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발달장애인지원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아동 및 가족 복지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정신건강국 
(Office of Mental Health)



지역사회 재활 훈련 
사회적 및 일상생활 기술과 건강 관련 문제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건강하게 요리하고 먹는 방법,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독립성 기르기,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

주간 재활 훈련 
시설에서 사회적 기술과 일상생활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관계 쌓기, 지역사회 활동 참여, 독립성 기르기,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

돌보미/가족 옹호 및 지원 서비스
•	 돌보미와 가족은 발달, 의료, 정신 건강 및/또는 마약 

중독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해 정보를	토대로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릅니다

•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줍니다

취업 준비 서비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유급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	 포함될 수 있는 기술: 상사, 동료, 고객과의 의사소통, 
직장 문제 해결, 경력 계획, 직장 안전

취업 지원
•	 구직 준비가 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임금을 받는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및 근로 중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기술과 관심사에 맞는 일자리 찾기 지원, 일자리 코칭, 
수당 지원, 경력 개발 지원, 기타 직장 지원 서비스

위탁 서비스(계획된 위탁 및 긴급 위탁) 
•	 가정, 지역사회 또는 다른 허용 가능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계획된 위탁 서비스는 가족/돌보미에게 단기간의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아동의 정신 건강, 마약 중독 및/또는 
건강 관리 목표를 지원합니다

•	 긴급 위탁은 정신 건강, 마약 중독 및/또는 건강 관리 
위기 사건으로 인한 단기간의 구제 조치로, 이 지원이 
없으면 아동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합니다

완화 치료
만성 또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는 아동과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증상을 개선하고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 치료 
•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예술, 음악, 

놀이 치료
•	 고통을 완화 및/또는 제어하기 위한 통증 및 증상 관리 

 

•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만성 또는 
치명적인 
질병과 
관련하여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드리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환경 개조
건강상의 필요에 맞게 아동 또는 청소년의 집 
개조

차량 개조
건강상의 필요에 맞게 아동 또는 청소년의 차량 개조

적응 기술 및 지원 기술
아동/청소년의 건강, 복지, 안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또는 기타 장치

의료 외 수송 
목표를 지원하는 서비스 
또는 활동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

아동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Children’s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