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
公共服务部（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UNS 이해하기
PUNS 안내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발달 장애부 소개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발달 장애부서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통합된 개인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은 개인이 
실제 선택과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신속한 
전체적인 주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밀접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개인이 더욱 
더 발전하고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받는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 (IDHS)에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자동 안내 도움 라인:
1-800-843-6154 또는
1-800-447-6404 (TTY)

다음 시간대에는 안내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8:00 - 오후 5:30
월요일 - 금요일 (주정부 공휴일 제외)

다음 자동 안내 번호는 발신인을 지역 DD 서비스 
정보로 안내합니다:
1-888-DDPLANS 또는
1-866-376-8446 (TTY)

다음 주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319 East 
Madison, 4N
Springfield, IL 62701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dhs.state.il.us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프로그램, 활동 및 고용 기회는 나이,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민족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나 
그룹에게 열려있으며 접근 가능합니다. 복지국은 기회 균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이며 합리적인 지원 프로그램 및 적극적 
우대 조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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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UNS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나요?

• PUNS는 지원 서비스를 찾고 있거나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주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주정부는 재정 지원이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될 개인을 선정하고, 제안을 개발하며 예산을 
위한 자원 및 향후 필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왜 PUNS에 등록해야 하나요?

•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PUNS에 개인을 등재하기 위해서입니다

PUNS 에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은?

• 서비스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입니다

PUNS 등록 과정에서 가족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보호자/간병인/
가족과 함께)은 독립 서비스 코디네이션
(Independent Service Coordination, ISC) 
에이전트를 만나게 됩니다. 

• ISC 에이전트는 발달 장애인 및 가족과 함께 
일하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PUNS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언제 PUNS 정보는 업데이트되나요?

• 최소 매년마다 ISC 기관이 해당 가족에게 연락

•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때 마다

• 주소나 전화번호등 연락처 정보 변경시

• 간병인의 정보 변경시

PUNS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개인의 나이와 현재 상황 (계획 또는 찾는 중) 및 
PUNS에서 기다린 시간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언제 수혜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 PUNS 선정은 
지원금 여부 및 
프로그램의 공석이 
채워지는 속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PUNS에
 선택된 개인은 

복지국으로 부터 
선정되었으며 
ISC기관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는 초청 편지를 직접 받게 됩니다.

PUNS의 등록하고 있는 동안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은 ISC 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에 가능한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 위기 상황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PUNS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사항: PUNS의 등록이 서비스의 자격 
조건이 있음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IDHS의 발달 장애부서가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PUNS에 등록하셔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