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서비스:

홈 셰어링(Home Sharing)

커뮤니티 리빙 BC(CLBC)는 자격이 있는 성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BC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 
재정을 지원합니다. 홈 셰어링은 자격이 있는 성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많이 선택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입니다. CLBC에는 홈 
셰어링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보 
안내지는 홈 셰어링에 관하여 가족들이 자주 하는 일부 질문에 
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홈 셰어링이란?
홈 셰어링은 CLBC 재정 지원 서비스의 한 종류로, 성인이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독립적으로 살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홈 셰어링 시, 주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CLBC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성인)와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한집에서 함께 
삽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지원 서비스가 대상자의 집에서 제공되며
(입주 지원(live-in support)), 그 외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집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서비스가 대상자의 집에서 제공되든 서비스 제공자의 집에서 
제공되든, 함께 사는 모두에게 가정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홈 셰어링이 홈 셰어링 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질 때는 
대상자에게 항상 자기 개인 공간이 있어 나름대로 꾸미고 살 수 
있습니다.

홈 셰어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홈 셰어링이 이루어지면 대상자와 홈 셰어링 제공자는 함께 살며 
생활을 여러 방면에서 공유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생활도 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홈 셰어링 환경에서 홈 셰어링 제공자는 
대상자의 특정한 필요와 목표에 맞춘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홈 셰어링이 이루어지면 대상자는 일상의 필요 충족에 요구되는 
지원을 받으며 성인답게 살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홈 셰어링 방식 주거는 누가 관장하나요?
CLBC는 적격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BC주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홈 셰어링을 제공합니다. 홈 셰어링은 지역 사회 
대행사(agency)가 제공하거나 CLBC를 통해 직접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 계약을 CLBC가 하든 적격 지역 사회 대행사가 
하든 홈 셰어링 제공자를 승인하고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일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홈 셰어링 제공자를 관리합니다.

적합한 홈 셰어링 주거를 어떻게 찾나요?
첫 단계는 거주지의 CLBC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에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약도와 사무소 위치는 CLBC 웹 사이트를 
보십시오). 퍼실리테이터가 홈 셰어링 선택권과 시작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적합한 홈 셰어링 제공자가 대상자의 
개인 지원 네트워크의 일원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CLBC 담당자는 홈 셰어링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한 필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와는 
아무 때나 상담을 시작하셔도 되며, 이 상담은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는 적합한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는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홈 셰어링은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대상자와 홈 셰어링 제공자 간의 관계는 대개 여러 해 동안 
지속됩니다. 모든 생활상이 그렇듯,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이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CLBC나 홈 셰어링 
대행사는 대상자 및 그의 지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상자가 
새로운 집으로 원만하게 옮겨 가게 합니다.

* CLBC 수혜 자격이 있는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으로 수혜 자격  
정책에 기술된 수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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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이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가족 및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사람들은 정기 연락과 방문을 
통해 대상자가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홈 셰어링 제공자는 각 대상자의 생활에 가족과 친지가 
개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대상자와 그 가족은 고유의 상황에 맞는 
홈 셰어링 제공자 최종 선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홈 셰어링 승인 
절차와 모니터링 지침 같은 공식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홈 셰어링 제공자는 반드시 가정 환경 조사 절차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홈 셰어링이 CLBC와 계약하여 제공되는 경우, CLBC 담당자는 
해당 주택을 최소한 연 1회 방문하고 주거 상황을 모니터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행사가 홈 셰어링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사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고 모니터합니다.

홈 셰어링 환경에서는 무슨 종류의 지원이 
제공되나요?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양은 대상자의 특정 필요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대상자와 가족, 서비스 제공자, CLBC는 함께 
노력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변화하는 필요에 
맞추어지게 합니다.
홈 셰어링은 대상자는 물론 그의 고유한 필요도 알게 되는 홈 
셰어링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꾸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개인 맞춤 
주거 지원입니다.

홈 셰어링은 다양한 지원상의 필요에 대응하여 개발될 수 있으며, 
지원상의 필요가 복잡한 대상자를 수용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홈 셰어링 제공자는 기술과 관련 훈련을 입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대상자는 지역 사회 동참이나 취업 
지원 같은 기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셰어링은 새로운 주거 서비스인가요?
아니요, 홈 셰어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주거 형태의 이름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을지라도(개인 전담 보호(proprietary 
care), 가족형 돌봄(family care), 호스트 패밀리 서비스(host 
family service)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성인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한집에 살게 하는 모델은 1970년대 이후 계속 
존재했습니다.

다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주택 소재지는?
• 그 집에 누가 또 같이 사나요?
• 어떤 동네인가요?
•  CLBC 수혜 자격이 있는 다른 성인들이 

그 집에 함께 사나요?
• 홈 셰어링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 홈 셰어링 제공자를 먼저 만날 수 있나요?
• 적합한 주거 환경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이 이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마다 CLBC 및/또는 홈 셰어링 대행사가 가족과 협력하여 답을 
찾아야 할 고유한 상황에 관하여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홈 
셰어링을 주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다양합니다.
홈 셰어링에서 초점은 언제나 대상자이며, 대상자가 지원을 잘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느 지원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 셰어링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고유의 상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지 
CLBC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은 
안전을 유지해줄 수 있는 것들과 
매한가지입니다. 돌보는 관계, 참여 
기회, 일상생활의 조건에 대한 권한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홈 셰어링은 각 대상자의 고유한 
목표와 필요를 토대로 대상자를 
위하여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홈 셰어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communitylivingbc.
ca 에서 What Support is Available(지원 종류) 메뉴를 보시기 
바랍니다.
CLBC 무료 전화 1-877-660-2522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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