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TSI를 방문하고서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티켓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TSINY 고객의 말 인용 

 

일 년에 성인 4명 중 1명(미국인 약 6,150만 명)은 

정신 질환을 경험합니다.  17명 중 1명(약 1,360만 

명)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또는 양극성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TSINY는 장기 입원에 대한 대안으로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TSINY는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영구 주택에 들어가고, 개인적 동기를 

높이며, 취업과 교육을 추구하고, 지역 사회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범위의 주거, 사례 관리, 

재활 및 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다각적 정신 건강 

조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TSINY 프로그램 개요 

 

감독 생활 환경 

거주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 기술을 돕기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그룹 생활 환경.  퀸즈(Queens)와 

브롱크스(Bronx)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치료 프로그램 

거주자들은 퀸즈 지역사회 전역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지원 주택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보조 및 주택 기반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입자는 혼자 또는 룸메이트와 함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생활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퀸즈 및 나소 

카운티(Nassau Counties) 전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레의 휴식 

입원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28일 동안 정신적 또는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착륙을 

제공하는 위기 휴식 센터. 

 
상담 및 위기 센터 

상담 및 위기 센터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OMH의 

허가를 받은 외래 정신 건강 클리닉으로, 정신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 

치료, 지속적인 지원 및 위기 관리를 제공합니다.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문해력 향상, 검정 고시 준비, 대학 

교육 및 기술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 서비스는 

평가, 취업 준비 교육, 취업 알선 지원 및 취업 중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사회적 기업인 Turn the Page…Again은 퀸즈에 

위치한 서점으로서, 보다 영구적인 고용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 중심의 회복 지향 서비스(PROS) 
PROS는 사람 중심의 환경에서 근거에 기반한 실천, 

임상 치료, 재활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회복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는 개인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상태로 인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고유한 강점과 자연적 지원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점 기반 접근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동식 봉사 활동 프로그램 

이동식 봉사 활동은 개인을 그들이 선택한 장기 치료 

제공자와 연결하는 동시에 임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동 건강 관리 조정  

BHCC 프로그램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관리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회복 지향적인 관리 조정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인 보호 서비스(APS)  

APS는 자신의 자원을 관리할 수 없거나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학대, 방치, 착취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신적 및/또는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주에서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개인의 기능 및 자기 주도 

능력을 강화하여 위험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율권 센터 

자율권 센터는 건강의 세 가지 사회적 결정 요인인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포용 및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개인을 참여시키도록 설계된 다양한 개인 및 그룹 

동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센터 구성원은 자신의 건강, 안녕 및 회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CORE 및 HCBS 서비스 

CORE 및 HCBS 서비스는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적격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동료 지원, 교육 지원, 고용 지원, 재활 및 

회복 지원, 그리고 가족 지원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뉴욕전환서비스 

 
 

뉴욕전환서비스(TSINY)는 뉴욕에 위치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기관입니다.  저희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전환서비스는 병원, 의사, 정신 건강 

전문가, 가족과 친구, 고용주, 학교, 직원 

지원 프로그램 및 개인 스스로의 의뢰를 

받습니다. 

 
 
 

  

사실: 
 

심각한 정신 질환은 암, 당뇨병, 심장병보다 

더 흔합니다. 
 
 

사실: 
 

정신 질환은 생물학적 뇌 장애로서 본인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며 치료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ransitional Services for New York, Inc. 
Administrative Offices 

10-16 162nd Street 
Whitestone, New York 11357 

Tel:  718-746-6647 
Fax: 718-746-6799 

www.tsiny.org 
 

Centralized Intake 
90-27 Sutphin Boulevard 

5th Floor 
Jamaica, New York 11435 

Tel:  718-425-4942 • Fax: 718-526-8424 
Referrals@tsi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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