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 (Community Oriented Recovery 
& Empowerment) 서비스는 목표를 
달성하고 커뮤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ORE (Community 
Oriented Recovery 

& Empowerment) 서비스



CORE(Community Oriented 
Recovery and Empowerment)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남용 요구가 있는 
경우, CORE 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개인 
및 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과거에 성인 행동 건강 홈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ABH HCB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CORE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CORE 서비스는 직업을 찾아 이를 유지하고, 
학교에 가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관계를 
쌓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는 Medicaid가 보장되고 
HARP(Health and Recovery Plan)에 
가입된 21세 이상의 성인은 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 건강 카운셀러 등 유면허 치료 
전문의의 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IV-Special Needs Plan 및 
Medicaid Advantage Plus Plan에 가입된 
일부 분들도 CORE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적 생활 

 •  돈을 관리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 
등 생활 능력 쌓기 

 •  커뮤니티 자원 및 대리인 사용 등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방법 숙달 

 •  스트레스 대처법 찾기 

 •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받을 곳 선택 

교육 및 고용 

 • 직장 및 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받기 

 • 평생 성공을 위한 능력을 숙달하는 지속적인 
지원, 도움 및 상담 

건강 관리 

 • 귀하 중심의 건강을 장려하는 진료 제공 

 • 문제를 파악하고 위기 관리 또는 예방 방법 숙지 

동료 및 가족 지원 

 • 함께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 받기 

 •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는 
동료들로부터 배우기 

 • 가족과 친구들에게 귀하의 회복에 도움이 
될 능력을 배우도록 지원 

HARP(Health and Recovery Plan)란 
무엇인가요? 

HARP(Health and Recovery Plan)는 귀하의 
신체 및 행동 건강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Medicaid Managed Care 플랜입니다. 행동 
건강(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을 전문으로 
하는 HARP 직원이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CORE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Medicaid HARP(Health and Recovery 
Plan)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www.omh.ny.gov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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