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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지원 제도는 놀스캐롤라이나 웨이크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니어와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안전과 안락함, 안전과 복지를 최대한 증가시키는
선택을 돕고자 한다.
지접적인 케어, 지원 서비스, 관리, 상담, 정보와 외부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개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최상의 질적 서비스와 케어를 제공한다.
RFS SERVICES Adult Day Centers............................................................................................(919) 872-7933
낮 시간동안의 관리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액티비티와 케어 및 액티비티 , 만들기와 사회와의
접촉을 통한 정규 프로그램 안내
Total Life Center Creedmoor Road ........................................................................................(919) 676-5858
6612 Creedmoor Rd, Raleigh (Asbury United Methodist Church)
Total Life Center Departure Drive .........................................................................................(919) 873-1870
5124 Departure Dr, Suite 101, Raleigh
Caregiver Support..................................................................................................................(919) 872-7933
문제 해결과 심리적 도움을 받음으로 보살핌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원 그룹과 일대일 상담 안내
Community Alternatives Program for Disabled Adults: CAP/DA ..........................................(919) 872-7933
널싱홈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안내
Companion Plus/ Sitters Registry ..........................................................................................(919) 872-7933
RFS 를 통해 훈련받은 말동무/ 돌봐 주는 자들의 제공에 관한 안내
Friendly Visitor and Telecare ................................................................................................(919) 872-7933
독거 노인들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그들의 안전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는 자원 봉사자 안내
Housing and Home Improvement …………………………………………………………………….................(919) 872-7933
크고 작은 집안 수리와 안전 교육, 편리함을 위한 집안 수리 상담 안내
Weatherization and Heating Unit Repair and Replacement .................................................(919) 872-7933
가스나 전기료등의 감면를 받거나 난방과 냉방등을 손쉽게 하거나 절약하기 위한 점검과 수리
안내
Housing Counseling...............................................................................................................(919) 872-7933
62 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Reverse 모게지 대한 개인 무료 상담, 시니어 하우스 상담
안내
Information and Referral .......................................................................................................(919) 872-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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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for Seniors 뿐 아니라 웨이크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시니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곳에 전화해야 할지 모를때 전화하라
시니어 시민들을 위한 상담
In-Home Aide Services ..........................................................................................................(919) 872-7933
개인 케어,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 식사, 홈 관리에 대한 안내
Insurance Counseling ............................................................................................................(919) 462-3983
시니어 보험 정보 프로그램을 RFS 와 협력 제공하며, 메디케어와 의료 보험 정보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약속을 잡아 SHIP 자원봉사자들과 상담이 가능하다.
Medication Education for Drug Safety MEDS.........................................................................(919) 872-7933
Checkmeds NC program 을 가진 전문 약사가 메디케어 환자에게 무료 명상 치료 상담 을 통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약의 복용을 교육한다.
Senior Activity Centers 시니어 활동 센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삶의 질을 높여 독립적인
노인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RFS Service Coordinator......................……………………………………………………………………………….(919) 462-3983
Eastern Wake Senior Center .................................................................................................(919) 365-4248
RFS Service Coordinator.........................................................................................................(919) 661-6894
Northern Wake Senior Center................................................................................................(919) 554-4111
Transportation.......................................................................................................................(919) 872-7933
병원 이용이나 영양 센터 방문시 제한적인 차량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가능한
조건(www.resourcesforseniors.com) 해당되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Community Resource Database:
www.resourcesforseniors.com/irisdata.php
Resource Lists (updated home care, long-term care, housing resources):
www.resourcesforseniors.com/resourcelist.php
Adult Day Care Centers:
www.resourcesforseniors.com/tlc.php
Caregiver Services:
www.resourcesforseniors.com/caregive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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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Center Calendars:
www.resourcesforseniors.com/calendar.php
Speed Referral Forms:
www.resourcesforseniors.com/referral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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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제도:
매일 액티비티와 간호는 필요하나 집과 양원에서 종일의 돌봄은 필요치 않은 노인들을 위한
제도인데, 간호와 관리,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이 어느정도 필요한 노인들에게 하는 것이다. 가족
간병인이 낮에 일을 하거나, 간병의 책임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비용은 가정의 소득과 보조 등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때 종일 홈케어 보다는 무척
저렴하다. Health model centers 는 간호사가 부분적으로 상주하지만, social model centers 에는
간호사가 없다. Group respite programs 은 유급 혹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돠어 무료나 최저 비용을
지불하면서, 몇시간 동안이라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이 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복잡하고 불안정한 의료 상태의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Independence Health Lifestyles ............................................................................................(919) 544-4747
3909 Sunset Ridge Rd, Suite 103, Raleigh
http://www.independencehealth.org/
Senior wellness center 는 물리 치료, 운동, 재활 훈련을 제공하지만, 성인 데이 케어로 허가받지
못하였으므로, 노인성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2010 년, 8 월에 오픈, 유료임.

성인 주간과 그룹 휴식 프로그램
Millbrook Enrichment Center ................................................................................................(919) 277-8628
Millbrook United Methodist Church 1712 Millbrook Rd, Raleigh
millbrookumc.org
자원 봉사자 group respite program(월, 수, 금요일 , 9:00—1:00, 사용료 있음. 연령 제한 없음)
Resources for Seniors Total Life Centers ...............................................................................(919) 872-7933
http://www.resourcesforseniors.com/tlc.php
(연령 제한 없음)
Total Life Center - Creedmoor Road…………………………………………………………………………………. (919) 676-5858
6612 Creedmoor Rd, Raleigh
(41 명 제한. At Asbury United Methodist Church.)
Total Life Center - Departure Drive........................................................................................(919) 873-1870
5124 Departure Dr, Suite 101, Raleigh
(91 명 제한.)
Ruth Sheets Adult Care Center..........…………………………………………………………………………………(919) 832-7227
228 West Edenton St, Raleigh
www.esumc.org/Ministries/AdultDayCare.aspx
(Social model center, 16 명 제한. 50+ 이상의 연령. 유료.)
SarahCare at Lake Boone Trail...............................................................................................(919) 746-7050
2245 Gateway Access Point, Suite 101, Ra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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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rahcare.com
(Combination social/health model center, 51 명 제한. 55+ 이상. 유료)
Southeastern Wake Adult Day Health Center........................................................................(919) 231-2245
2034 New Bern Ave, Raleigh
(Combination social/health model, 40 명 제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50 세 이상에게 우선권이 있음.)

변호사 업무
CARE-LINE ............................................................................................................................... 800-662-7030
NC DHHS, Office of Citizen Services www.NCcareLINK.org
(정부, 비영리 단체, 지원그룹의 정보와 참고 자료. 스페니쉬 언어 가능.)
소비자 보호...........................................................................................................................(919) 716-6000
무료 문의 전화.....................................................................................................................877-5NO-SCAM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www.ncdoj.gov
114 West Edenton St, Raleigh
(소비자 상담이나 불공정 거래, 전화 사기에 대한 대처 교육.)
Disability Rights NC 장애인 권리.......................................................................................... (919) 856-2195
Toll-Free Number 법률 상담 ..........................................................................................877-235-4210
2626 Glenwood Ave, Suite 550, Raleigh
www.disabilityrightsnc.org
(교육, 고용, 운송등의 차별에 관한 장애인 시민의 불만 접수, 조사, etc. 장애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협회로 알려져 있다.)
Legal Aid of NC ........................................................................................................................866-219-5262
224 South Dawson St, Raleigh
http://www.legalaidnc.org/
(시니어 노인과 저임금자들을 위한 경미한 사항에대한 법률 자문)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기억 장애
노화가 진행될수록 건망증 등의 많은 변화가 찿아온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능과 결정을 파괴하는
중증의 기억 상실은 정상적인 노화의 단계로 여기면 안된다. 많은 질병들, 약물 반응과 상호 작용,
우울, 영양 결핍, 음주 등은 기억 장애를 일으킨다. 어떤 원인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치료와 심리사회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원인을 찿는것은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는 노인들에게 찿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다. 이병의 시초는 대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뇌를 공격하여 기억 상실이나 행동 장애,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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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자료들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이나 기억 상실에 관련한 다른 질병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기 바란다.
Alzheimer’s Association in Eastern North Carolina ...............................................................(919) 573-1851
3737 Glenwood Ave, Suite 100, Raleigh
www.alz.org/nc
지원 그룹, 알츠하이머 병에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정보 등 제공
Alzheimer’s Association National Office..................................................................................800-272-3900
www.alz.org
Alzheimer’s Disease / Dementia / Memory Impairment
Alzheimer’s Disease Education and Referral Center ...............................................................800-438-4380
www.nia.nih.gov/alzheimers
Federally-funded resource center for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North Carolina, Inc ..............................................................................................(919) 832-3732
Toll-Free Number.....................................................................................................................800-228-8738
400 Oberlin Rd, Ste 220, Raleigh
www.alznc.org
Information and referral, family resource center, support groups, and advocacy. No longer affiliated
with national Alzheimer’s Association.
Project Lifesaver ....................................................................................................................(919) 856-6495
Rapid response system that provides a tracking device to be worn by individuals who are prone to
wandering. Sponsored by Wake County Sheriff’s Office and Pilot Club.
MedicAlert + Safe Return ........................................................................................................888-572-8566
www.medicalert.org/safereturn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저렴한 환자 식별 인식 장치, 국가 자료 등록
Silver Alert 노인들을 위한 알람 시스템
미아 방지를 위한 알람 시스템과 비슷한 노인성 치매 환자 용 개인 알람 시스템은 지역 정부 기관에
연락하여 등록하면 된다.

기본적 필요
재정 지원, 비상 식량, 의복, 상비품등에 관한 웨이크 카운티의 자료들이다. 특별히, 실제적인 재정
지원은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지원하기 바란다. 지역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고 교회나 시민 단체 또한 그들의 구성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FA = Financial Assistance FO = Food CL= Clothing HH= Household items

12
이 리스트가 모든 정보는 아니며, 이곳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옵션은 211 으로 전화하라.
푸드뱅크는 웹사이트에서 음식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American Red Cross Triangle Area Chapter...........................................................................(919) 231-1602
100 North Peartree Lane, Raleigh, 27610
www.trianglearc.org
(Disaster relief, referrals for emergency services)
Brooks Avenue Church of Christ Food Pantry (FO, CL).............................................................821-2400 700
Brooks Ave, Raleigh, 27607
(월-금, 8:40-4:30, 매달 2,4 주 토요일, 9 시에서 정오까지 음식 제공 )
Fan Program, RFS ..................................................................................................................(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http://www.resourcesforseniors.com/(저소득 시니어 시민들에게 여름동안 무료 선풍기 제공)
First Presbyterian Church (FA)...............................................................................................(919) 833-4070
120 W Hargett St, Raleigh, 27601
(예약은 월요일 정오, 화요일 오전 9:30)
Helping Hand Mission (CL, HH, FO)........................................................................................(919) 829-8048
(구제 비상 식량등을 위해서는 예약 필요)
www.helpinghandmission.org
623 Rock Quarry Rd, Raleigh, 27610
(월-금 9am-6pm)
5713 Hillsborough St, Raleigh ...............................................................................................(919) 854-2555
(구제품 상점: 월-금 9am-6pm)
16 S Pine St, Wendell .............................................................................................................(919) 365-0757
(월-금 9am-5:30pm)
Lifeline/Link-Up Assistance Program (FA) .............................................................................(919) 212-7000
http://www.lifelinesupport.org/
Wake County Human Services
Low 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EAP) (FA) ...........................................................(919) 212-7000
Wake County Human Services, 220 Swinburne St, Raleigh, 27610
www.wakegov.com
Assistance with heating expenses; applications taken in the fall for an annual check provided in
February.
North Raleigh Ministries Crisis Center (FO, FA) .....................................................................(919) 785-9911
2431 Spring Forest Rd, Ste 152, Raleigh, 27615
www.northraleighministr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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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s North Raleigh residents -- zip codes 27609, 27612, 27613, 27614, 27615, 27616.
MondayThursday 10am-12:30pm, Thursday 2-3:30 pm. Call for appt. (난방비 보조, 가을에 접수)
Salvation Army (FO, FA, CL)....................................................................................................(919) 834-6733
215 S Person St, Raleigh, 27601
www.keepthebellringing.org

재정 지원, 의복, 음식 도움
Urban Ministries (FO).............................................................................................................(919) 834-4707
1390 Capital Blvd, Raleigh, 27603
www.urbanmin.org
(Food distribution 급식 제공 월-금 10am-1pm. 재정 보조는 안함.)
Wake County Human Services Emergency Assistance (FA)...................................................(919) 212-7000
Service Intake, 220 Swinburne St, Raleigh, 27610
www.wakegov.com
(Call the center nearest you to ask about possible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They may be able to
provide a list of other local resources as well.)
Warmth for Wake/ Cool for Wake (FA) ..................................................................................(919)212-7000
Wake County Human Services Service Intake 220 Swinburne St, Raleigh, 27610

겨울 난방을 위한 보조, 재정이나 땔감등 제공하며, 더운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저소득층 가정에 보조한다.
With Love from Jesus Resource Center (CL, FO, HH) .............................................................(919) 233-8010
421 Chapanoke Rd, Raleigh, 27603
www.withlovefromjesus.org
(기부받은 음식, 옷, 가구, 의료 기구, 차 등을 나눠줌, 화, 수, 금, 토, 오전 10 시-오후 12 시)
The Women’s Center (CL, FO) ...............................................................................................(919) 829-3711
128 E Hargett St. 10, Raleigh, 27601
www.wcwc.org

장거리 관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거나,힘들게 왔다갔다하며 부모를 케어하고, 일도하며 가족 부양을 하는
가족들은 지치고 힘이 들수 밖에 없다. Care managers 는 대개 노인들과 오래 함께한 경험이 많고
지역 에 익숙한 소셜 워커나 간호사들이다. 그들은 노인들의 필요를 알아내어 가족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추천해 향상시키거나 알려준다. 노인들의 주치의와 연락하며, 병원 예약 및 이해와 수행에
바탕을 둔 조언 등을 함께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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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매니저를 고를때, 노인들을 위해 일한 경험과 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는지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몇몇 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지만, 케어 매니저에
대한 확실한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는 없는 실정이므로, 추천서를 받거나 사전에 미리 전화 통화를
통해 대화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보건소등에 전화해 공신력있는 케어 매니저를 추천할수 있는지도
알아보라.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riatric Care Managers 는 많은 전문적이며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케어 매니저들을 보유하고 있다.
케어 매니저들을 고용할깨 고려해야 할 이수와 문제들에 관해도움을 주는
정보를 www.caremanager.org 에서 확인해 보라
Aging Family Services/ Senior Choices ..................................................................................(919) 781-5979
4812 Six Forks Rd, Ste 110, Raleigh
www.agingfamilyservices.com
(Fee-based counseling and geriatric care management services)
Carolina Eldercare..................................................................................................................(919) 846-2836
118 Wind Chime Ct, Raleigh
www.carolinaeldercare.com
(Fee-based care management services)
Eldercare Management and Consulting.................................................................................(919) 740-4929
1612 Olde Chimney Ct, Raleigh
www.raleigheldercare.com
(Fee-based care management services)
Premier Senior Services..........................................................................................................(919) 256-2325
9370 Falls of Neuse Rd, Suite 101, Raleigh
www.premierseniorservices.net
(Fee-based care management services)
Raleigh Geriatric Care Management .....................................................................................(919) 803-8025
7474 Creedmoor Rd, #115, Raleigh
www.rgcmgmt.com
(Fee-based care management services)
Triangle Eldercare Consultants ..............................................................................................(919) 812-4354
(Fee-based assessment and care planning service)

간병인
가족 간병인은 가까이든 멀리서이든 부모, 배우자, 가족 등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이책의 많은
부분들이가족을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간병인들을 위해 그들의필요와
직접적인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또 교회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간병인에 대해 많은 좋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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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으니 주변의 네트워크를 먼저 알아보라. 어떤 기업에서는 보건소와 연결하여 간병인
제도를 보조해 주기도 한다.
Alzheimers North Carolina ....................................................................................................(919) 832-3732
Toll-Free Number.....................................................................................................................800-228-8738
400 Oberlin Rd, Ste 220, Raleigh
www.alznc.org
(간병인이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함께 극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Caregiver Guide for Alzheimer’s 알츠하이머 를 위한 간병인 가이드
http://www.nia.nih.gov/alzheimers/publications/ caregiverguide.htm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노인성
치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간병인들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준다 )
Caregiver Handbook for North Carolina 노스 캐롤라이나 간병인 참고 자료
www.dhhs.state.nc.us/aging/cargvrbk.pdf
(간병인들의 연령, 스트레스, 가족, 커뮤니티 자료, 법/경제적 이슈에 관한 Online resource book)
Center for Volunteer Caregiving………………………………………………………………………………………..(919) 460-0567
www.volunteercaregiving.org
(훈련, 간병인 휴식, 방문, 집안 청소, 마당 관리, 심부름, 운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도움 안내)
Duke Family Support Program................................................................................................ 800-672-4213
www.dukefamilysupport.org
(Alzheimer’s, and “The Caregiver” 를 위한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와 도움을 받는다)
Eldercare Locator ....................................................................................................................800-677-1116
www.eldercare.gov
(환자가 NC 에 거주하지 않을때는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Full Circle of Care
www.fullcirclecare.org
(간병과 플랜에 관한정보에 관한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온라인 자료와 간병인 가이드 등의
정보를 얻는다.)
Guiding Lights Caregiver Support Center..............................................................................(919) 371-2062
14460 New Falls of Neuse Rd, Suite 149-270, Raleigh
www.guidinglightsnc.org
(간병인 제공, 상담, 훈련, 지원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2010 년 여름에 오픈)
Resources for Seniors ...........................................................................................................(919) 872-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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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for Seniors 는 간병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런 정보는 전화를 통해 부서와
통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얻을 수 있다
www.resourcesforseniors.com/caregiver.php
Information and Referral 정보와 참고
(서비스를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 장기 케어에 대한 옵션은? 확신이 서지
않을때 도움을 받으라.)
Caregiver Assistance 간병인 지원
(현재의 직면한 문제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일대일 지원, 문제 해결)
Support Groups 지원 그룹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장소. RFS 스폰서들은 웨이크 카운티 간병인 그룹을
관리하고 지원해준다.)
Total Life Centers 토탈 라이프 센터
(휴식이 필요하거나 다른 일들로 인해 돌보아야할 가족이 잠시 머물수있도록 한 장소.)

크레딧/모게지 상담
집 융자를 갚아가야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많다.
비영리 HUD 단체는 여러 오션을 고려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당권자와 상의하여 모게지
기간등을 수정해주는 government- and lender-sponsored 프로그램을 알려준다, 정부 기관의
보조로 운영되므로, 집 소유자에게는 무료 상담이가능하다. 모게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도
손해볼것이 없으니빨리 연락을 취해 알아보라. 좀더 적합한 모게지의 일시적 영구적 변동을
저당권자와 상의해 줄 전문 카운셀러들이다.
사설 기관, 전화, 우편등을 통한 기관 상담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다
75%이상의 모게지를 갚은 62 세 이상의 노인이라면,Reverse Mortgage, 나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를 고려하라.
CCCS of Raleigh Triangle Family Services...............................................................................(919) 821-1770
700 Blue Ridge Rd, Suite 101, Raleigh
www.tfsnc.org
Consumer Education Services...............................................................................................(919) 861-5321
2501 Blue Ridge Rd, Suite G-160, Raleigh
www.cesidebtsolutions.org/housing/
(www.caremanager.org 크레딧과 모게지 채무 불이행자들을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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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스페니쉬 상담 가능 s
NACA (Neighborhood Assistance Corporation of America) ..................................................(919) 855-8484
3109 Poplarwood Ct, Suite 125, Raleigh
www.naca.com
모게지 불량자 상담, 영어/스페니쉬 상담 가능
Raleigh Area Development Authority...................................................................................(919) 208-2381
4030 Wake Forest Rd, Suite 205, Raleigh
www.rada-nc.com
(모게지 불량자 상담)
Telamon Corporation ............................................................................................................(919) 239-8157
5560 Munford Rd, Suite 201, Raleigh
www.telamon.org
(Mortgage default counseling. English and Spanish speaking counselors)
Reverse Mortgage Counseling Reverse mortgages 는 62 세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현금으로 매달 모게지 없이 자산의 가치를 은행에서 에퀴티로 전환시키는 제도이다. 가장 흔한
모게지 제도인 federally-insured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는 대다수의 은행과
대부업자가 사용한다. North Carolina, State Employees Credit Union 도 reverse mortgage 를
사용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이 대출을 받기위해 적정량의 equity 를 가져야하며, 이미 홈 에퀴티가
있어도
reverse mortgage 나 다른 수단에 의한 재융자가 가능하다
이미 집에 대한 저당이 있어도, HECM 융자는대출한 자의 수입과 크레딧을 고려해 잇점을 제공하고,
집에 대한 세금, 보험, 유지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Resources for Seniors, Inc. 11 Directory of Resources 2010-2011 크레딧과 모게지 카운셀링
매달 지불하는 home equity loan 과 혼동되기 쉬우나, Reverse mortgages 는 소유자가 죽거나
영구히 집을 떠나기 전까지 모게지 지불의 의무가 없다. 집이 매매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있고,
사망시에는 완전히 대출권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노스 캐롤라이나는 reverse mortgage 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HUD 에서 승인한 카운셀러와 전화가 아닌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해야
한다.
AARP Reverse Mortgage 교육
www.aarp.org/revmort/
(reverse mortgages 에 관한 객관적 정보)
HUD Reverse Mortgage 카운셀러 정보
entp.hud.gov/idapp/html/hecm_agency_look.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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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mortgage 카운셀러는 HUD 기준에 적합해야하고, HECM Counselor Roster 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웹사이트는 공신력있는 카운셀러를 찿도록 도와준다)
Lenders List NC Commissioner of Banks List:
www.nccob.org HUD List:
www.hud.gov/ll/code/llplcrit.html
NC Housing Finance Agency.................................................................................................. (919) 877-5700
3508 Bush St, Raleigh
www.nchfa.com
(노스캐롤라이나 리버스 모게지 에이전시 )
Novadebt ................................................................................................................................866-472-4557
4917 Waters Edge Dr, Suite 240, Raleigh
www.novadebt.org
(Reverse mortgage counseling)
Resources for Seniors ...........................................................................................................(919) 713-1537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Triangle Family Services (reverse mortgage counseling) …….................................................(919) 821-1770
700 Blue Ridge Rd, Suite 101, Raleigh
http://www.tfsnc.org/(Reverse mortgage 카운셀링)
Catholic Charities Counseling Services ..............................….................................................(919) 790-8533
3000 Highwoods Blvd, Suite 128, Raleigh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 보험 비용 등의 개인과 가족 카운셀링)
Condelli, Ellen.....................................................................….................................................(919) 539-7551
146 Wind Chime Ct, Raleigh
www.integratedhealthcarellc.com
(심리 상담, 간병인, 노인들의 이슈등을 제공하는사회 복지사, 가정 방문 메디케어 받음)
HopeLine: 24-hour/7-day confidential hotline ......................................................................(919) 231-4525
Volunteer Line/Business office...............................................................................................(919) 832-3326
(전화 지원 카운셀링)
Horizons Family Grief Center Hospice of Wake County ........................................................(919) 828-0890
250 Hospice Circle, Raleigh
www.hospiceofwake.org
(슬픔과 상실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카운셀링)
Interact, Inc. .......................................................................….................................................(919) 828-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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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Oberlin Rd, Raleigh
www.interactofwake.org
Domestic Violence 24-hour crisis line ...................................................................................(919) 828-7740
Sexual Assault 24-hour crisis line...........................................................................................(919) 828-3005
(사회 교육, 위기 극복, 폭력과 성 폭행 희생자들을 위한 쉼터 제공)
Jewish Family Services, Inc.................................................….................................................(919) 676-2200
8210 Creedmoor Rd, Ste 104, Raleigh
http://www.shalomraleigh.org/(단기 카운셀링,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Kane, Lisa............................................................................….................................................(919) 602-1087
1801 Bonnibee Ct, Raleigh
(심리치료와 약처방 관리를 하는 간호사. 가정 방문, 메디케어 받음)
Kendall, Linda.....................................................................….................................................(919) 696-6163
146 Wind Chime Ct, Raleigh
www.integratedhealthcarellc.com
(간병인과 노인 들의 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상담과 카운셀링)
Koretsky, Pam ...............................................…........................................(919) 845-1392 or (919) 605-3544
6200 Falls of Neuse Rd, Suite 200, Raleigh
(노인 전문 심리 치료사와 카운셀링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사. 가정 방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적용)
NAMI North Carolina: State’s Voice on Mental Illness ......................................................... (919) 788-0801
309 W Millbrook Rd, Suite 121, Raleigh
http://www.naminc.org/
(개인과 가족, 정신적 질환을 변호 업무,)
NC Help Line ............................................................................................................................800-451-9682
(자료제공과 위탁 기관을 소개해 주지만 카운셀링은 없다)
Smith, Nancy, MSN ................................................................................................................(919) 469-4995
975 Walnut St., Cary
Triangle Family Services.........................................................................................................(919) 821-0790
3937 Western Blvd, Raleigh
www.tfsnc.org
(개인 가족, 부부 상담, 소득차이에 따를 차등 요금 적용)
Triangle Pastoral Counseling.............................................….................................................(919) 845-9977
312 W Millbrook Rd, Ste 109, Raleigh
www.tripastoralcounseling.org
Wake County Human Services Alcoholism Treatment Center ............................................. (919) 25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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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valuation/intake............................................................................................................ (919) 250-3133
3000 Falstaff Rd, Raleigh
(약물 의존에 대한 정보와 치료, 메디케어 적용 안함)
Wake County Human Services Mental Health ......................................................................(919) 250-3133
Crisis and Assessment Services
3000 Falstaff Rd, 2nd Floor, Raleigh
www.wakegov.com
(정신 건강과 학대 관련한응급 서비스)
The Women's Center .............................................................................................................(919) 829-3711
128 E Hargett St, Ste 10, Raleigh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카운셀)
칫과 케어
Wake County Human Services, Medicaid Dentists................................................................ (919) 250-4590
(메디케이드를 받는 칫과 의사 의 명단)
장애인 상담
Access North Carolina: 장애인들의 여행................................................................................800-847-4862
NC Division of Travel and Tourism/Dept of Commerce
301 North Wilmington St, Raleigh
http://www.ncdhhs.gov/assistance/disability-services
(North Carolina 에 가능한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 장소 무료 안내 전화)
Assistive Technology Program ...............................................................................................850-2787 1110
Navaho Dr, Suite 101, Raleigh
www.ncatp.org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적 정보와 설명 무료 제공)
Disability Rights NC ...............................................................................................................(919) 856-2195
Toll-Free Number.....................................................................................................................877-235-4210
2626 Glenwood Ave, Suite 550, Raleigh
www.disabilityrightsnc.org
(학대, 무시, 차별을 당한 장애인들의 인권 변호)
Independent Living Rehabilitation Program ......................................................................... (919) 715-0543
436 N Harrington St, Raleigh
dvr.dhhs.state.nc.us/DVR/faqs/ilfaqs.htm
(장애인들의 집과 자동차 설비, 관리 케어, 보조 장치와 카운셀링등을 통해 독립심을 키운다)
NC Division of Motor Vehicles................................................................................................(919) 715-7000
1100 New Bern Ave, Raleigh
www.ncdot.org/D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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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캡 표시와 자동차 번호판. DMV 는 포토 ID 를 만들어 주며 위치 확인은 웹사이트에서 하라)
NC Vocational Rehabilitation................................................................................................... 800-689-9090
North Harrington St, Raleigh
dvr.dhhs.state.nc.us
(일자리를 찿는 장애인을 돕는 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877-803-6311
Toll-Free ..................................................................................................................................800-772-1213
4701 Old Wake Forest Rd, Raleigh
www.ssa.gov
(장애인 사회 보장 신청 등록을 위한 지원 장소와 정보)
Resources for the Blind and Visually-Impaired Lions Club c/o Lions Clinic……………..............(919) 256-4220
(안경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지원; 안경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요청하라)
NC Division of Services for the Blind......................................................................................(919) 733-9822
Toll-Free Number.................................................................................................................... 800-422-1871
http://www.dhhs.state.nc.us/dsb
(Programs for the visually impaired, including adjustment to vision los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www.ResourcesForSeniors.com
NC Library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919) 733-4376
Toll-Free Number.....................................................................................................................888-388-2460
1811 Capital Blvd, Raleigh
statelibrary.ncdcr.gov/lbph/
(테입 책, 큰 활자 책, 비디오,점자책을 제공하는 주립 도서실)
Raleigh Parks and Recreation Visually Impaired Program .....................................................(919) 807-5403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Seniors Eyecare Program ........................................................................................................800-222-3937
www.eyecareamerica.org
(65 세 이상을 위한 안과의사 자원 봉사자 안내와 위탁)
Triangle Radio Reading Service............................................................................................ (919) 832-5138
211 E Six Forks Rd, Suite 103, Raleigh
www.trianglereadingservice.org
(라디오, 케이블,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읽어주는 신문, 책, 잡지)
Wake County Social Worker for the Blind .............................................. (919) 856-5517 or (919) 856-5489
401 E Whitaker Mill Rd, Raleigh
(시력을 잃은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위탁을 제공하는 지원제도) 청각 장애,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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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 Loss Association of Wake County ............................................................................(919) 469-0924
www.nchearingloss.org/wake.htm
(Duke Hospital in Raleigh 에서 매달 모임. 시간/날짜와 장소는 전화문의하라.)
NC Division of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919) 874-2212
Toll-free, Voice/TTY.................................................................................................................800-851-6099
1100 Navaho Dr, Woodoak Bldg, Suite GL-3, Raleigh
www.ncdhhs.gov/dsdhh
(청각 장애인, 난청자들에게 보청기와 기구, 등을 구해주는 도움을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
Raleigh Parks and Recreation Deaf and Hard of Hearing Program........................................(919) 807-5404
(청각 장애인을 위한 여가 활동 제공)
Telecommunications Access of North Carolina (TANC) aka Relay NC Voice or
TTY............................................................................................................................................................711
http://www.ncdhhs.gov/dsdhh/services/ telecomm.htm - relay
(난청, 언어자애인을 위한 사람들이 다른 통화자와 대화하도록 돕느 24 시간 서비스. 장거리
전화는 유료로 이용.)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Distribution Program (TEDP) ………………….........................800-999-5737
http://www.ncdhhs.gov/dsdhh/services/ telecomm.htm - comm

교육
AARP Driver Safety Program ...................................................................................................888-227-7669
http://www.aarp.org/family/housing/ driver_safety_program/
Encore Program for Lifelong Enrichment.............................................................................. (919) 515-5782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25 McKimmon Center, Raleigh
www.ncsu.edu/encore
( 50 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무학점, 무시험, 필수 과목수강할 필요 없는 특별 프로그램)
Wake Technical Community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919) 662-3252
9101 Fayetteville Rd, Raleigh
conted.waketech.edu
(65 세 이상에게 등록비 무료, 시니어들을 위한 컴퓨터 과목 무료.)

노인 학대/성인 보호 서비스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919) 212-7264
Wake County Human Services, 220 Swinburne St, Raleigh
http://www.wakegov.com/humanservices/adult/crisis/ adultprotectiveservic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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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무시, 자학, 착취로부터 노인과/장애인을 보호)
Interact, Inc. (Administration)................................................................................................(919) 828-7501
1012 Oberlin Rd, Raleigh
www.interactofwake.org
Domestic Violence 24-hour crisis line ..................................................................................(919) 828-7740
Sexual Assault 24-hour crisis line ..........................................................................................(919) 828-3005
(커뮤니티 교육, 위기 극복, 카운셀링, 과 성적 욕설과 폭력에서 피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
Long-Term Care Ombudsman, Regional .............................................................................. (919) 558-2711
Area Agency on Aging, Triangle J COG (Advocates for rights of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NC Division of Aging and Adult Services Elder Rights Section .............................................. (919) 733-8395
693 Palmer Dr, Raleigh
www.dhhs.state.nc.us/aging/ombud.htm
(장기 케어 시설에 관한 불만을 접수/해결)

노동법
Wake County 는 노인들을 위한 정해진 직업군은 따로 없지만 ,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추가적인
지원 그룹 정보를 얻기 바란다.
JobLink Career Center ..........................................................................................................(919) 250-3770
Wake County Human Services, 220 Swinburne St, 3rd Floor, Raleigh
www.joblinkcc.com
(컴퓨터/인터넷, 팩스와 전화등을 통해 직장을 얻는것을 도와준다. 많은 지역 센터가 있으니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라.)
NC Vocational Rehabilitation................................................................................................ (919) 733-7807
436 North Harrington St, Raleigh
dvr.dhhs.state.nc.us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919) 484-0123
www.ncba-aged.org/employment.php
(55 세 이상의 저소득층을위한 과도기적 고용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지만 파트 타임으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홈 케어
홈케어 서비스는 장보기, 약 배달, 애와견 돌보기,식물 관리, 수리 업자 기다리기 등과 같은 소소한
집안일을 대신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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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관리 감독, 친구 되어 주기, 차량 라이드 제공 이나, 예약, 음식 준비, 간단한 집안 일, 빨래,
심부름 등을 해준다 .
차량등이 필요하면 에이전시가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다.
Home health aides 나 certified nursing assistants (CNAs)도 목욕, 옷입기, 걷기, 배변등의 케어를 도울
수 있다.
수련된 간호사, 물리 치료사, 노인 치료사, 언어 치료사와 medical social services 도 가정 건강
에이전시에서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에서도 어떤 병이나 상해에 관련해서는 home health benefit 을 제공하며, 반드시 장기간
입원 환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환자에게 메디케어 시스템은 자택 방문도
포함된다.
1) 환자가 간헐적인 전문 치료사를 필요로 할때
2) 환자가 외출이 불가능할때;
3) 정기적이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치료일 경우
4) 메디케어가 필요하다는 인증된 에이전시에 따라
홈 헬스 서비스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대개는 단기간에 국한된다.
(Medigap) insurance policies 와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Medicare 의 판단에 따르는 편이다.
어떤 메디케어 에이전시는간호나 home health aides 를 제공할때 환자의 부담으로 하기도 한다.
이것을 개인 홈 헬스 라 부르는데 시간은 다양하지만
대게 최소 2-4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60 시간/달을 기준으로 지불하며, 홈 널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CAP/DA 는 아주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웨이크 카운티는 개인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homemaker/companion 서비스 보조가
없으므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인 보험도 homemaker/companion 서비스는 주고 있지 않다.
(e.g.단, 목욕 등은 제외).
호스피스 제도는 고통을 줄이고 병을 관리해 주며, 남아있는 제한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보험으로 지원된다해도 지불한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몇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the North Carolina Division of Health Services Regulation (formerly Division of Facility Services)는 자격
심사, 환자 관리, 행정, 등의 요구에 적합한 자격이 요구되는데,
in-home services 를 통해 정보를 지원받기 바란다.
당신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그녀/그가 제공할
가능성을 알아보고 충분히 토의를 하라. 예를 들면, 약통에서 약을 꺼내기는 해도 직접적으로 약
관리나 주사등은 대게 허용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비상시의 차량 운송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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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ing a Home Care Agency” 란의 부분을 참고하라.
Home Care Licensing and Complaints NC Division of Health Services Regulation ................(919) 855-4620
Home Care Complaint Hotline .................................................................................................800-624-3004
Local Complaint Investigation Intake ....................................................................................(919) 855-4500
1205 Umstead Dr, Raleigh
www.ncdhhs.gov/dhsr/
(홈헬스 기관에 대한 허가와 자격. 지역 홈 케어 기관에 대한 문제를 접수하는 불만 접수센터에
전화하라. 특정한 기관에 대한 접수된 전체 불만들을 알려준다).

가정/살림 도우미서비스
목욕이나, 옷입혀주기 등을 제외한 가정, 집안살림,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살림과
목욕이나, 옷입혀주기 등의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도록 등록된 홈 케어 에이전시 기관인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하라.
Center for Volunteer Caregiving ............................................................................................(919) 460-0567
www.volunteercaregiving.org
(집안일, 심부름, 정원 관리, 휴식중인 가족 간호자 방문 등을 제공하는
자원봉사간병인)...................................................................................................................(919) 872-7933
www.resourcesforseniors.com
Compassion Home Care Services ……………………………………………………………………………………..(919) 796-9092
Home Helpers.........................................................................................................................(919) 846-9942
Ideal Healthcare Services ......................................................................................................(919) 755-0019
www.idealhealthcareservices.com
My Part Time Assistant ..........................................................................................................(919) 271-4595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가 아니 심부름, 쇼핑, 외출등을 돕는다)
YourCareSolution...................................................................................................................(919) 747-1604
www.your-care-solution.com
(Placement agency; 위탁자가 비용을 지불한다,기관은 관리, 위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고용
보험을 제공한다)

홈 케어 에이전시
홈 케어 에이전시는 in-home aides (Certified Nursing Assistants)나, 비교적 저렴한
Companion/Homemaker services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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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re-approved

~ Medicaid PCS

$ Private Pay @ Companion Services

~$@ Absolute Healthcare .....................................................................................................(919) 662-7877
~$@ Access Home Healthcare...............................................................................................(919) 845-6830
www.myaccesshealthcare.com
$@ Accessible Home Health Care of Mid Carolina...............................................................(919) 896-7679
www.accessiblemidcarolina.com
~$@ Agape Healthcare Services ............................................................................................(919) 605-6177
www.agapehealthcareservices.com
~$@ All-Care Senior Services...........556-2213
www.allcareseniorservices.com
~$@ Americans Best Home Health Care...............................................................................(919) 521-5656
$ AmeriCare Home Care ........................................................................................................(919) 828-3800
www.americare-homecare.com
~$@ Arcadia Health Care .....................................................................................................(919) 881-0100
www.arcadiahealthcare.com
~$ Assurance Health Services ...............................................................................................(919) 571-9177
www.assurancehealth.com
*$ At Home Quality Care .......................................................................................................(919) 846-1018
www.athomequalitycare.org
~$@ Bayada Nurses Home Care Specialists...........................................................................(919) 785-2900
www.bayada.com
~$@ Blessed Healthcare........................................................................................................(919) 647-4578
$@ Brightstar Healthcare ......................................................................................................(919) 435-1235
www.brightstarcare.com
~$@ Care One Nursing Service...........................................................................................….(919) 771-2310
www.careonehealthcare.org
$@ Caregiver Relief Services .................................................................................................(919) 931-6670
http://www.caregiverreliefservices.net/
$@ Caring Senior Service ......................................................................................................(919) 386-0522
www.caringseniorservice.com
~$@ CenterPeace Home Health Care and Companion Services............................................(919) 567-8200
www.cpcompanion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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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Forcare Home Care................................................................................................(919) 647-9150
www.comforcare.com
~$@ Comfort Home Health Care ..........................................................................................(919) 468-1204
~$@ Comfort Keepers ..........................................................................................................(919) 449-0004
www.comfortkeepers.com
~$@ Cottage Home Care .......................................................................................................(919) 872-1441
~$@ Delmax Healthcare Agency …………………….....................................................................(919) 855-9280
~$ Eagle Healthcare Services .................................................................................................(919) 872-7686
~$@ First Choice Home Healthcare.......................................................................................(919) 744-8125
www.fchhinc.net
~$@ Good Health Services ....................................................................................................(919) 676-9796
www.goodhealthservices.com
~$@ Grace Healthcare Services ............................................................................................(919) 848-1630
$ Handy Hands Services ........................................................................................................(919) 556-4181
(Live-in and minimum 30-hours-weekly aide services, private pay only)
~$@ HealthCore Home Care .................................................................................................(919) 872-1178
www.hcresource.com
~$@ Helping Hands of America ............................................................................................(919) 829-2505
www.hhamerica.com
$ Home Care Assistance ........................................................................................................(919) 844-9898
www.homecareassistance.com
(Specializing in 24-hour and live-in services)
~$@ HomeChoice Companions .............................................................................................(919) 847-5622
www.homechoicecompanions.net
~$@ HomeChoice Healthcare ...............................................................................................(919) 557-4663
www.homechoicehealthcare.com
$@ Home Instead Senior Care ..............................................................................................(919) 676-2273
www.homeinstead.com
~$@ Homewatch CareGivers of the Triangle ........................................................................(919) 461-3741
www.homewatchcaregiv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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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m Health Care ......................................................................................................(919) 420-0336
www.interimhealthcare.com
~$@ Joyner Healthcare Services ...........................................................................................(919) 272-2357
~$@ Kennedy Care................................................................................................................(919) 462-7003
www.kennedycare.com
$@ Liberty Private Care Services……………………......................................................................(919) 850-4303
www.libertyhomecare.com
~$@ Maxim Healthcare Services ...........................................................................................(919) 676-7990
www.maximhealthcare.com
~$@ Meridian Healthcare of NC ...........................................................................................(919) 788-1400
$@ MH Nursing Service .........................................................................................................(919) 231-6332
~$@ Miracle Healthcare Agency............................................................................................(919) 890-4030
~$@ Mother’s Helper Home Healthcare ...............................................................................(919) 845-5132
www.doulanc.com
~$@ Myell Healthcare Staffing .............................................................................................(919) 851-4177
www.myell.com
$@ Nurse Care of NC.............................................................................................................(919) 309-4333
www.nursecarenc.com
$@ Options for Senior America .............................................................................................(919) 380-6812
www.optionscorp.com
(Specializing in live-in services)
~$ Pacific Staffing...................................................................................................................(919) 881-8210
$@ Providence Home Care and Staffing ...............................................................................(919) 647-9021
www.pspstaffing.com
~$@ Quality Home Staffing ...................................................................................................(919) 789-8229
$ RFS In Home Aide ...............................................................................................................(919) 872-7933
www.resourcesforseniors.com
~$@ Reliance Care Services...................................................................................................(919) 838-4855
~$@ ResCare Home Care ......................................................................................................(919) 783-7700
www.rescarehome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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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t Home of Wake County .....................................................................................(919) 783-5633
www.wake-rah.com
~$@ Right Choice Home Care and Staffing ...........................................................................(919) 324-6917
www.rightcarestaffing.com
~$@ S & L Home Care Services........ .....................................................................................(919) 740-0289
~$@ St. Mary’s Home Care Services.....................................................................................(919) 363-1462
www.stmaryshomecare.com
$@ Senior Helpers of Raleigh.................................................................................................(919) 424-8349
www.seniorhelpers.com
~$@ Serenity Home Care.......................................................................................................(919) 872-3950
~$@ Star Healthcare..............................................................................................................(919) 332-1621
$@ Stay at Home Senior Care ...............................................................................................(919) 556-3706
www.stayathomeseniorcare.org
~$@ Support Staff..................................................................................................................(919) 790-1953
www.supportstaffhealth.com
~$@ Trinity Health Services ..................................................................................................(919) 803-1831
~$@ Trinity Staffing ...............................................................................................................(919) 271-9073
www.trinitystaffinginc.com
~$@ Ultimate Healthcare.......................................................................................................(919) 550-7449
~$@ Vantage Healthcare Services. ……………….......................................................................(919) 212-9998
~$@ Victory Healthcare.........................................................................................................(919) 846-9027
$@ Visiting Angels Living Assistance Services........................................................................(919) 787-4317
www.ncvisitingangels.com

Community Alternatives Program for Disabled Adults (CAP/DA)
The Community Alternatives Program for Disabled Adults (CAP/DA)는 간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in-home care 를 제공하며, personal care, nursing services, meals, adult day
care, medical supplies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NOTE: The CAP/DA 프로그램의 대기자가 18 개월 동안 밀려 있다(April 2010).
Community Alternatives Program (CAP/DA) ........................................................................(919) 872-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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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for Seniors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Home Health Agencies 가 제공하는 전문 케어 영역
간호사, 물리 치료사, 사회복지사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의사에 의해 추천받기도하며, 입원기간이나 병의 중대성에 따라 Medicare 나
Medicaid, 개인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Amedisys ............................................................................................................................(919) 401-3000
www.amedisys.com/homehealth.htm
*$ At Home Quality Care ......................................................................................................(919) 846-1018
www.athomequalitycare.org
(Does provide private duty aides)
* Duke HomeCare and Hospice ...............................................................................................800-599-9339
dhch.duhs.duke.edu
Heartland Home Health Care and Hospice of Raleigh ..........................................................(919) 981-6238
www.hcr-manorcare.com
* Home Health and Hospice Care, Inc. (3HC)...........................................................................800-283-4442
www.3hc.org
* Horizons Home Care .............................................................................................................(919) 828-089
www.hospiceofwake.org
(For patients with life-threatening illnesses who are not hospice-eligible.)
* Intrepid USA .........................................................................................................................800-420-0081
www.intrepidusa.com
~$@ Kennedy Care................................................................................................................(919) 462-7003
www.kennedycare.com
(Does provide private duty and Medicaid PCS aides, and companions, as well as skilled care. Not a
Medicare provider.)
* Liberty Home Care and Hospice .........................................................................................(919) 850-4303
www.libertyhomecare.com
* Medi Home Health.............................................................................................................(919) 870-6733
* Professional Nursing Service and Home Health.................................................................(919) 662-1635
* Rex Home Services .............................................................................................................(919) 784-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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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 Heel Home Health ........................................................................................................(919) 881-9492
* WakeMed Home Health......................................................................................................(919) 350-7990

호스피스
호스피스는 얼마 남지 않은 제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기보다는 편안한
케어를 선택하여 보살핌을 받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메디케어와 개인 보험이 혜택을 주고있으며,
때로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 무보험자들에게도 가능하다. 호스피스 팀은 의사, 간호사, 가정 치료,
사회 복지사, 도움을 주기위한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며, 가정, 장기 입원 시설, 병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전통적으로는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제공되어 왔다
Community Home Care and Hospice ....................................................................................(919) 233-1100
Toll Free ...................................................................................................................................800-569-1348
www.communityhch.com
Duke HomeCare and Hospice ...................................……………………………………………………………800-599-9339
dhch.duhs.duke.edu
Heartland Home Health Care and Hospice of Raleigh............................................................(919) 981-6238
www.hcr-manorcare.com
Home Health and Hospice Care, Inc. (3HC) .............................................................................800-283-4442
www.3HC.org
Hospice of Wake County........................................................................................................(919) 828-0890
Toll Free....................................................................................................................................888-900-3959
www.hospiceofwake.org
(비영리이며 웨이크 카운티의 최초 호스피스 기관, 현재는 독립적 입원 호스피스 시설을 갗추고
있다.)
Liberty Home Care and Hospice.............................................................................................(919) 277-2244
www.libertyhomecare.com
http://www.resourcesforseniors.com/In-Home Health Care Providers 웨이크 홈케어 병원/건강 케어
시설 호스피스 24.
Horizons Palliative Care .........................................................................................................(919) 828-0890
250 Hospice Circle, Raleigh
www.hospiceofwake.org
(Hospice of Wake 호스피서부는 고통과 증세 관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위해
일하지만, 호스피스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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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 Physical Therapy and Corrective Exercise ....................................................................800-362-0903
115 S St Mary’s St, Raleigh, NC
www.stacktherapy.org
SUREsteps: In-Home Evaluation, Treatment & Prevention of Falls........................................(919) 832-1394
www.suresteps.net

병원/ 건강 관리 시설
소수의 외래 클리닉 은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시설을 이용할 자격 조건은 전화로
문의하고,노인 전문과 단기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클리닉이 있다. 노화인지,아니면 병때문인지에
의구심이 생기는 노인들을 위해 가족들은 기억 장애나 혼동, 사고력의 저하등에 관한 변화에
세밀하게 주목해야 한다.
노인 전문 클리닉을 통해 이같은 노인들을 위한 케어과 처치를 추천하고 상태를 체크하도록 한다.
Dorothea Dix Hospital............................................................................................................(919) 733-5540
820 South Boylan Ave, Raleigh
(주립 정신병원 )
Duke Raleigh Hospital ...........................................................................................................(919) 954-3000
(전 랄리 커뮤니티 병원)
3400 Wake Forest Rd, Raleigh
www.dukeraleighhospital.org
Holly Hill Hospital ..................................................................................................................(919) 250-7000
Toll Free....................................................................................................................................800-447-1800
3019 Falstaff Rd, Raleigh
www.hollyhillhospital.com
(통원집단 치료, 입원 케어, 주중 치료등을 포함한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정신 질환과 약물 의존
처치)
Rex Healthcare.......................................................................................................................(919) 784-3100
4420 Lake Boone Trail, Raleigh
www.rexhealth.com
WakeMed ..............................................................................................................................(919) 350-8000
WakeMed Raleigh Campus
3000 New Bern Ave, Raleigh
www.wakemed.org
WakeMed North Healthplex .................................................................................................(919) 350-1300
10000 Falls of the Neuse Rd, Raleigh (at Durant Rd)
(응급실, 외래 수술, 방사선, 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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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Med Rehabilitation Hospital ........................................................................................(919) 350-7876
3000 New Bern Ave, Raleigh
(통원과 입원 재활원)

클리닉
Raleigh Geriatrics ..................................................................................................................(919) 782-7576
3921 Sunset Ridge Rd, Raleigh
(60 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의료병원, 메디케어는 받으나 메디케어는 받지 않음)
Rex Cancer Center.................................................................................................................(919) 784-3105
4420 Lake Boone Trail, Raleigh
(암과 장애 통원 치료. 자료, 카운셀링, 암 환자를 위한 지원 그룹)
Rex Senior Health Center ......................................................................................................(919) 832-2400
512 East Davie St, Raleigh
(65 세 이상 대상의 1 차 건강 진료 서비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받음)
Urban Ministries Open Door Clinic.........................................................................................(919) 832-0820
1390 Capital Blvd, Raleigh
www.urbanmin.org
(무보험자들을 위한 의료 진료, 예약에 한함.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없는 사람들만 받는다)
Wake County Human Services/ Health Department..............................................................(919) 212-7000
10 Sunnybrook Rd, Raleigh
www.wakegov.com
Wake Health Services, Inc .....................................................................................................(919) 255-6721
www.whsi.org
Rock Quarry Road Family Medicine ......................................................................................(919) 833-3111
1001 Rock Quarry Rd, Raleigh

투석 메디케어 클리닉
www.medicare.gov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적용이 가능한 투석 클리닉에 관한 정보, 비슷한 기준의 다른 시설과의
질적인 비교를 제공한다. 다른 유용한 간행물을 비롯해, 투석 관리 기관들을 알려주는 투석 관리
기관에 관한 질문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라
FMS Six Forks Dialysis Clinic ..................................................................................................(919) 781-8974
3411 West Millbrook Rd, Raleigh
Southwest New Hope Dialysis................................................................................................(919) 231-3700
835 South New Hope Rd, Raleigh South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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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Dialysis Clinic................................................................................................................(919) 771-1022
320 Gideon Creek Way, Raleigh
Raleigh Dialysis Clinic ............................................................................................................(919) 231-3146
3943 New Bern Ave, Suite 100, Raleigh
Wake Dialysis Clinic ...............................................................................................................(919) 876-7501
3604 Bush St, Raleigh

하우징 관련 프로그램
Home Adaptation and Accessibility Access Ability, Inc ........................................................(919) 851-1335
962 Trinity Rd, Raleigh
www.accessabilityinc.com
(엘리베이터, 리프트 시설, 다른 기구 등의 전문화)
AmRamp...................................................................................................................................888-715-7598
http://www.amramp.com/
At Home Assessments ...........................................................................................................(919) 872-8484
1037 Bullard Ct, Ste 208, Raleigh
www.athomeassessments.com
(안전과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집안 내의 시설 제공 , 의료 기구, 리프트 등의 판매)
Center for Universal Design........................................................................................……………800-647-6777
NCSU College of Design, Raleigh
www.design.ncsu.edu/cud
(구조 변경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 가능한 물건/환경정보와 기술 지원 센터)
Certified Aging in Place Specialists (CAPS)
www.aarp.org/family/housing/articles/caps.html
IMAGE Management..............................................................................................................(919) 829-1479
1501 Chester Rd, Raleigh
www.image-management.com
(계단 리프트, 램프, 안전봉 같은 장애인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설을 제공. 리프트와
램프는 단기간 사용에 대한 대여도 가능하다.)
IMAGINE (Increased Mobility and Greater Independence Equipment) ................................(919) 779-3487
1032 Altice Dr, Raleigh
www.ifuimagine.org
(기부받은 장애인용 의료 기구등은 무료이다.)
Independent Living Rehabilitation Program..........................................................................(919) 7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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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N Harrington St, Raleigh
dvr.dhhs.state.nc.us/DVR/faqs/ilfaqs.htm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을 위한 실내 보조 장치등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
NC Cooperative Extension......................................................................................................(919) 250-1100
4001 Carya Dr, Ste E, Raleigh
www.ces.ncsu.edu/wake
(안전, 내부 구조 변경과 접근성, 에너지 효율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면 자료와 상담; 집 구조 가능)
Rebuilding Together of the Triangle ..................................................................................... (919) 341-5980
324 S. Wilmington Street, Suite 118, Raleigh
www.rebuildingtogethertriangle.org
(저소득층 비 소유자들을 위한 램프 등의 고안을 제공하는 자원 봉사자들을 사용하는 비영리 조직,
연령제한 없음)
Resources for Seniors Housing and Home Improvement ………………………………………………... (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휠체어 기, 안전 봉 등의 집안 설치. 소득에 따라, 개인적으로 설치비 페이)

집수리와 요양원 시설 설치
시니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집 수리 프로그램이 있다. 당신의 상황에 적합한 Resources for Seniors’
Information Department at 872-7933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책의 뒤면에 있는 Home Safety Checklist in the Reference Section 도 참고해 도움을 받으세요
City of Raleigh Community Development .............................................................................(919) 996-4330
310 W Martin St, Suite 101, Raleigh
www.raleighnc.gov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주택 재활 융자비를 연기해 준다.)
Resources for Seniors Housing and Home Improvement…………………………………………………..(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경미한 집안 수리. 55 세 이상, 비용은 수입에 의함, 젊은 사람이나 좀더
아름답게 미관을 꾸미길 원하는 손님은 개인적으로 경비를 더 지불할수있다.)
Rebuilding Together of the Triangle ..................................................................................... (919) 341-5980
324 S. Wilmington Street, Suite 118, Raleigh
www.rebuildingtogethertriangle.org
(저임금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가옥 수리를 제공하는 자원 봉사자들을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 나이
제한 없음)
USDA Rural Development Housing Preservation Loans........................................................ (919) 934-6089

36
(웨이크 카운티 근교의 저소득 주택 소유자를 위한 가정 재활 설치 비용의 융자의 이자는 매우 낮다)
Wake County Human Services Housing & Community Revitalization..................................... 856-568-9336
Fayetteville St, Suite 448, Raleigh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주택 소유자들의 가정 재활 시설 융자 상환은 연장할수 있다. 랄리, 캐리,
홀리 스프링 시 밖의 거주자에 한함)

집안 단열
단열의 의미는 집의 내구성을 위해 날씨의 변화와 상관없이 단열 혹은 냉방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대처하는것이다– 즉, 창문 주변의 지붕, 벽, 바닥재 혹은 난방이나 냉방이 새는곳은
없는가 조사하는 “에너지 관리”를 통해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균열된 부분을 메꾸고, 히팅과 쿨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효과적인방법으로 보강하기도 한다
이것은 나이 기준이 아닌, 수입에 기초를 한 정부 보조 이므로 집 주인이 작은 투자로 집의
내구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렌트로 사는 집에도 유료로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못받을시에는개인적 으로 기술자와 컨택하여 $200 의 비용을 들여 기본 홈 에너지
측정등을 받은 후에 어떤 설치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라.
Resources for Seniors Weatherization ..................................................................................(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RFS 부서는 웨이크 카운티에서 내구성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히터의 수리와 수선을 돕는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North Carolina 법은 65 세 이상의 노인, 영구 장애자, 가족 연 수입이 $27,100 혹은 이하인 자들에게
세금을 반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매년 6 월까지 지원하여 다음해 1 월 공제받을 수
있다 .
2009 년부터 시행된, 수입이 너무 높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이 팔릴때까지 세금을 연기해주는
Circuit Breaker 옵션을 제공한다.
소유자의 수입과 부동산 세금의 양에 따라 다르며, 이자는 부과된다. 자격과 조건에 대한
문의는 Revenue Department 에 하면 된다.
Wake County Revenue Department ......................................................................................(919) 856-5400
421 Fayetteville St, Suite 200, Raleigh
www.wakegov.com/tax/relief
Other Housing Programs and Housing Information
Habitat for Humanity of Wake County. .................................................................................(919) 833-1999
2420 Raleigh Blvd, Ra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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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bitatwake.org/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 소유 의 기회에 관해 정보를 받으려면 메세지를 남겨라. 헤비타트
상점에서 건축자재를 팔고 있는데, 화-금, 10-6, 토, 9-5 까지 오픈한다)
NC Human Relations Commission Housing Unit....................................................................(919) 789-5930
116 West Jones St, Suite 2109, Raleigh
www.doa.state.nc.us/hrc
Resources for Seniors ........................................................................................................... (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은퇴자 단지, 지속적인 케어 시설, 시니어 정부 보조 하우징에 관한 정보)
Wake County Human Services Supportive Housing Program…………………………………...............856-527-7220
Swinburne St, Raleigh
(열악한 임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세입자 교육프로그램. 집을 구해주거나 가능한
아파트/주택 리스트를제공하는것은 아니다)

이사 도움
이사를 하거나 살림을 줄일때 도움을 받는 서비스이다. 버릴 짐과 사용할 짐을 구분하고 정리와
정돈을 도우며 짐을 포장하고 옮기며 새 곳에 풀어주는 도움을 받는다. 개인적 물품을 새로운
장소에 정리하는 감독을 해주고 양료원이나 은퇴 거주지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다.
Assisted Moving for Seniors and Their Families ......................................(919) 845-8888 or (919) 270-3050
www.assistedmoving.com
Move Elders with Ease ..........................................................................................................(919) 218-4783
www.moveelderswithease.com
Order in the House.................................................................................................................(919) 306-5236
order-in-the-house.com
The Right Moves.................................................................................................................... (919) 942-5993
www.therightmoves.net
Smooth Moves ..................................................................................................................... (919) 834-8513
http://www.smoothmovesnc.com/
Stevie Organizing Services (SOS)........................................................................................... (919) 345-2846

하우징 옵션
Adult Communities (Homes to Purchase)

38
활동가능한 Adult Community 는 55 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다. 수영장, 산책로, 골프장,
헬스 클럽 등의 여가 시설과 활동을 고려하는 활동적인 은퇴자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들을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진 집은 편리함과 저렴한 유지비가 들도록 고안되어있고, 크기면에서도
더이상의 가족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적당한 크기이지만,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웨이크 타운티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adult communities 가 없는 실정이다.
Active Adult Communities 는 은퇴자가 많은 다른 나라처럼 이곳에서는 찿아보기가 쉽지 않다.
새로 조성되는 단지에서는 실제적으로 구매가 이루어 지기도하나, 많은 곳이 경제적 이유로
진행이 늦거나 중단되어 있다.
커뮤니티는 실제적으로 주택도 팔고, 설계중인 곳도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된 곡도 있으니,중개인과 이런 주택과 위치에 관한 최근 정보를 상의하라.

지속적인 은퇴자 케어 커뮤니티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or Life Care communities 는 같은 건물안에 별도의
전문 널싱 케어를 둠으로 케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공한다. Continuing care communities
은 여가 활동, 식사, 집안 청소, 운송, 건강 관련 서비스 등을 거주자들에게 제공한다.계약 약관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는 매달 이용료나 필요시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CCRCs 는 대게 매달
사용료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입회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회비를 체류 기간에 따라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시점에 구매하여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거주자에게 주고 있다. 요금은 시설과 서비스에 다리 다르며, North Carolina CCRC’s
는 Department of Insurance 의 규약을 따른다.
The Cardinal at North Hills....................................................................................................(919) 781-2021
Office: 4421 Six Forks Rd, Suite 123, Raleigh
www.thecardinalatnorthhills.com
(New community under development in Raleigh near North Hills, breaking ground in 2010.)
The Cypress of Raleigh ..........................................................................................................(919) 870-9007
8801 Cypress Lakes Drive, Raleigh
www.thecypressofraleigh.com
(Equity ownership continuing care community with condominium and cottage homes. Located just
south Of I-40.)
www.organizeclutter.com
Springmoor Life Care Retirement Community...................................................................... (919) 848-7080
1500 Sawmill Rd, Raleigh
www.springmoor.org
Whitaker Gle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919) 83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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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 Whitaker Mill Rd, Raleigh
www.whitakerglen.com
(Retirement community with refundable admission fee)

은퇴자 커뮤니티 렌트
Retirement Communities 를 렌트할 경우에도 공동 식당 및 독립적인 아파트 공간과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집안 청소, 이불 교체, 여가 활동, 이동시 차량 제공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
사용료은 일인당 약 $2,000 정도에서 시작하니,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Abbotswood at Stonehenge...................................................................................................(919) 846-6688
Creedmoor Rd, Raleigh
www.kiscoseniorliving.com
Alta Oakridge..........................................................................................................................(919) 848-2088
10810 Sandy Oak Ln, Raleigh
www.altaoakridge.com
The Gardens at Wakefield Plantation....................................................................................(919) 562-5580
12800 Spruce Tree Way, Raleigh
The Heritage of Raleigh .........................................................................................................(919) 334-2222
1200 Carlos Dr, Raleigh
www.brookdaleliving.com/the-heritage-ofraleigh.aspx
(Retirement community with some “supported living” units)
Independence Village of Olde Raleigh ...................................................................................877-931-8238
Charles B. Root Wynd, Raleigh
www.independencevillageofolderaleigh.com
Magnolia Glen........................................................................................................................(919) 841-4747
5301 Creedmoor Rd, Raleigh
www.kiscoseniorliving.com
(Retirement community with assisted living units)

정부 보조 시니어 하우징
저소득과 중산층의 시니어 시민을 위한 많은 아파트가 웨이크 카운티에 있다. 어떤곳은 특정 나이
제한이 엄격하며, 어떤곳은 나이 제한이 따로 없기도 하다. 대부분 한 구성원의 나이만 충족되면,
다른 구성원이 더 젊다해도 자격은 갗춰지는걸로 간주한다.
정부 보조 하우징은 대게 특정 수입 부분을 공제한 후 30 % 의 수입에 따르는 월세를 지불하고 산다.
정부가 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데, “affordable” 하우징은 모든 세입자가 동일한 월세를
내야하며, 수입에 따라 2 단계 이상의 월세 금액이 책정된다.
이 렌트는 건축주가 세금 감면을 받았으므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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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하우징은 수입에 따라 가능한데, 정해진 한도 수입에 못미치는 지원자의 수입이 자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러한 수입 기준은 지역의 평균 수입에 기초하므로 매년 달라지며, 어떤 경우에는 최저소득자인
HUD 평균 수입은 평균 임금의 50% 선에서 동결되며, 이에 따라 하우징 가격이 높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한다. 2010 년 3 월, 랄리-케리 지역에서 개인당 $26,900, 혹은 부부기준 $30,750 정도가
HUD, 즉 최저 수입이다.
웨이크 카운티 지역의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한 하우징의 수요는 공급을 늘 초과한다.
대부분의 물량은 affordable 하우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대기자로 인해 늘 부족하므로 미리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거나 옵션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다.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하우징 매니저에게 체크해보라. 다수가 “서비스
코디네이터”라는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돕는 사회 복지사가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단체 식사, 활동, 차량 제공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DHIC .......................................................................................................................................(919) 832-4345
NOTE: 렌트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과 컨택하라.
113 South Wilmington St, Raleigh
www.dhic.org
(Developer of affordable and subsidized housing projects. Senior housing communities include
Chadwick, Murphey School, Turnberry, The Commons at Highland Village, Highland Manor, and
Wakefield Manor. Also owns a number of mixedage affordable housing complexes. See website for
details on all properties and downloadable application form.)
Evergreen Construction.................................................................................................(919) 848-2041 x210
(시니어 하우징 개발업자, Autumn Spring, Berkeley Spring, Cedar Spring, Garden Spring, Meadow
Spring, Silver Spring, Terrace Spring, Weatherstone Spring, and Windsor Spring.)
Raleigh Housing Authority..................................................................................................... (919) 831-8300
900 Haynes St, Raleigh
(Owns and manages Glenwood Towers, Carriage House Apartments, Carousel Place, and Parkview
Manor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affordable and subsidized rental properties.)
A=Affordable, S= Subsidized
(A) Autumn Spring (48 units)..................................................................................................(919) 848-2041
Trawick Rd and Eck Dr, Raleigh
(Age 55+) (Northeast Raleigh, near Capital Blvd. New property with opening planned for fall 2010.)
(A) Berkeley Spring (36 units)................................................................................................(919) 786-1106
5521 Dixon Dr, Raleigh
(Age 55+) (North Raleigh; near Six Forks and Millbrook)
(S) Capital Towers I (208 units)..............................................................................................(919) 787-1231
4812 Six Forks Rd, Raleigh
(Age 62+) (North Raleigh; near North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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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pital Towers II (90 units)..............................................................................................(919) 787-1231
4808 Six Forks Rd, Raleigh
(Age 55+) (North Raleigh; near North Hills)
(A) Carousel Place (55 units)..................................................................................................(919) 508-1238
750 Bright Creek Way, Raleigh
(Age 55+) (Central Raleigh, off MLK Blvd, Chavis Heights)
(S) Carriage House
(100 units) ............................................................................................................................ (919) 831-8300
116 St. Mary’s St, Raleigh
(Age 55+) (Central Raleigh, near Cameron Village)
(S) Cedar Crest New Life Center (40 units).............................................................................(919) 828-1192
2821 Laodicea Dr, Raleigh
(Managed by Brown Realty, 832-1814)
(Age 62+) (South Raleigh, near Crosslink and Garner Rd)
(S) Club Plaza Apartments (32 units)……………………………………………………………………………… ...(919) 662-1910
2835 Club Plaza Rd, Raleigh
(Age 62+) (South Raleigh, near Lake Wheeler Rd and I-440)
(S) Cosmo and Lewis Estates (14 units)..................................................................................(919) 755-0558
1121-102 Hadley Rd, Raleigh
(Age 62+ or disabled)
(South Raleigh, near Crosslink and Rock Quarry Rd)
(Lake Wheeler Rd and I-440)
(A) Elders Peak (48 units)...................................................................................................... (919) 834-7325
2917 Creech Rd, Raleigh
(Age 62+)
(Southeast Raleigh, west of I-40)
(A) Garden Spring Apts (33 units).......................................................................................... (919) 212-1750
2830 Kidd Rd, Raleigh
(Age 55+)
(East Raleigh, near New Bern Ave and WakeMed, inside I-440)
(S) Glenwood Towers (286 units) ......................................................................................... (919) 831-6768
509 Glenwood Ave, Raleigh
(Age 50+ or disabled)
(Central Raleigh, Glenwood South)
(A) The Magnolias (32 units) .................................................................................................(919) 833-9365
2151 Glascock St, Raleigh
(Age 55+ or disabled)
(Central Raleigh, near Glascock and Raleigh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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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dow Spring Apts (33 units) ……………………………………………………………………………….....(919) 233-0084
190 Fieldspring Lane, Raleigh
(Age 55+)
(West Raleigh, near Western Blvd and Buck Jones Rd)
(A) The Meadows at Brier Creek (96 units) ...........................................................................(919) 572-5147
11700 Arnold Palmer Drive, Raleigh
(Age 55+)
(Northwest Raleigh, near US 70 and I-540)
(S) Murphey School Apts (52 units) ………………………………………………………………………………....(919) 831-1072
443 North Person St, Raleigh
(Age 55+)
(Central Raleigh, near Peace College)
(A) Parkview Manor (90 units) ..............................................................................................(919) 831-6045
911 N. Blount St, Raleigh
(Age 55+)
(Central Raleigh, near Peace College)
(A) Pine Hills Apartments (48 units) …………………………………………………………………………….......(919) 212-0667
1650 Royal Pines Dr, Raleigh
(Age 55+)
(Central Raleigh, near MLK Blvd and Rock Quarry Rd)
(S) Roanoke Commons (32 units)...........................................................................................(919) 546-0052
2911 Madelyn Watson Lane, Raleigh
(Age 62+)
(Southeast Raleigh, off Sanderford Rd)
(S) Sir Walter Apts (140 units)............................................................................................... (919) 832-1300
400 Fayetteville St, Raleigh
(Age 62+) (Downtown Raleigh)
A Terrace Spring Apts (48 units) ............................................................................................(919) 871-5773
4000 St. James Church Rd, Raleigh
(Age 55+)
(Northeast Raleigh, near New Hope and Buffaloe Rd)
A Trinity Ridge Apts (48 units) ..............................................................................................(919) 816-0503
5620 Trinity Rd, Raleigh
(Age 55+)
(West Raleigh, near Edwards Mill Rd and Wade Ave)
A Wakefield Manor (90 units) ...............................................................................................(919) 554-3299
10702 Oliver Rd, Raleigh (Age 55+)
(Far north Raleigh, near Wake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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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brook Apts (64 units) ...............................................................................................(919) 250-1973
311 Stoney Moss Dr, Raleigh
Age 55+)
(Southeast Raleigh, near Poole Rd)
A Windsor Spring Apts (39 units)...........................................................................................(919) 791-1000
6219 Hunter St, Raleigh
(Age 55+)
(Northwest Raleigh, near Creedmoor and Lynn Rd)
S Wintershaven (60 units) .....................................................................................................(919) 828-9464
500 East Hargett St, Raleigh
(Age 62+, 55+ if disabled)
(Central Raleigh, near East St)

Mixed Age Affordable Housing

The following is only a partial list of the mixed-age affordable housing options:
A Carlton Place (80 units).......................................................................................................(919) 834-8140
450 E Davie St, Raleigh in Wake County.
A Avonlea (44 units) ..............................................................................................................(919) 876-8345
5005 Cape Breton Dr, Raleigh
S Crystal Cove Apts (50 units) ................................................................................................(919) 833-0908
815 Suffolk Boulevard, Raleigh
A Glenbrook Crossing (63 units) ............................................................................................(919) 390-0098
336 Dacian Rd, Raleigh
A Jeffries Ridge (32 units).......................................................................................................(919) 231-3470
1713 Poole Rd, Raleigh
A Madison Glen (120 units)....................................................................................................(919) 785-5051
6840 Madison Ridge Way, Raleigh
S Prairie Building (11 units)....................................................................................................(919) 832-4345
113 South Wilmington St, Raleigh
S Raleigh Housing Authority ..................................................................................................(919) 831-8300
900 Haynes St, Raleigh (manages a variety of mixed age apartment complexes and homes)
A Ripley Station (48 units)......................................................................................................(919) 231-3470
3030 Ripley Station Way, Raleigh
A Tryon Grove (48 units)........................................................................................................(919) 83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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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Tryon Grove Dr, Raleigh
A Wakefield Hills (80 units)....................................................................................................(919) 554-4118
10702 Oliver Rd, Raleigh
A Walnut Ridge Apartments (180 units)................................................................................(919) 231-7600
1611 Royal Foxhound Ln, Raleigh
Emergency, Temporary and Transitional Housing Cornerstone............................................(919) 508-0777
220 Snow Ave, Raleigh
Helen Wright Center for Women...........................................................................................(919) 833-1748
401 West Cabarrus St, Raleigh
(아이가 없은 성인 여성을 위한 응급 여성 쉼터가 Urban Ministries 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New Bern Transitional Housing .............................................................................................(919) 828-9744
501 New Bern Ave, Raleigh
(주당, 월별 렌트가 가능하며, 나이와 성별 무관하고, 시니어를 우대함)
Salvation Army.......................................................................................................................(919) 834-6733
215 South Person St, Raleigh
(여성과 아이를 위한 응급 쉘터)
The Women’s Center .............................................................................................................(919) 829-3711
128 East Hargett St, Ste 10, Raleigh
정보와 위탁
2-1-1 Information and Referral Line ........…………………………………………………………………………………………..211
From cell phone .........................................…………………………………………………………………………888-892-1162
www.nc211.org
A Place for Mom ......................................................................................................................877-666-3239
www.aplaceformom.com
Always Best Care Senior Services ..........................................................................................(919) 554-2223
www.alwaysbestcareraleigh.com
CARE-LINE ................................................................................................................................800-662-7030
NC DHHS, Office of Citizen Services
www.NCcareLINK.org
(Statewide information and referral program)
Eldercare Locator.....................................................................................................................800-677-1116
www.eldercar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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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Information Center .....................................................................................................800-333-4636
www.usa.gov
(Information on federal agencies and services)
NC Division of Aging and Adult Services ................................................................................(919) 733-8400
693 Palmer Dr, Raleigh
www.dhhs.state.nc.us/aging
Resources for Seniors Information Department ...................................................................(919) 713-1556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Email: info@resourcesforseniors.com

법률 서비스와 자발적 법적 조치
법률 서비스와 자발적 법적 조치는 유언을 포함하여 본인이 말을 할 수 없는 위급시에 건강에
관련한 사항을 자세하게 공증하여 미리 만들어 놓는 서류들이다.
2007 년 NC 에서 새로 개정된 이런 서류에 관해서는 책의 뒷면에 있다
위임은 어떤 특정 상황하에서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의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법적
서류이다.
예를 들면, 특수한 위임의 한가지는 집의 구매 같은 한가지 절차만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갖게하지만, 일반적인 위임은 대개 서류상에 열거된 다양한 절차를 본인이 위임한 자에게 권리를
주어 수행케한다.
Durable general 위임형태는 본인이 무력화되어도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필요한 상황에 앞서
미리 준비되어져야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만일 당신이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사고에 의해 뇌
손상을 입었다하더라도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위임권을 줄 수 있다.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당신이 위임한 자가 마치 당신인것처럼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만, 유언장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에 대한 권리를 능가할수 없다.
당신이 정상적인 인지를 하는 한, 당신이 위임자를 지휘할수 있으며, 위임권을 상실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권을 바꿀 수도 있다.
가디언 쉽은 불능의 상태를 선고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대리인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과정이다. 대리인단은 맡겨진 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 선출된다. 가디언은
위임권자와는 다른데, 만약 대리인이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대리인의 결정을
주도적으로 지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약 노인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 법적 가디언이 있다면,
법적 가디언이 널싱홈으로 보낼 결정권도 있고, 심지어 치매 환자 판결에 대해 불복할수 도 있다.
종종, 두명의 가디언들을 지명하는데, 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다른 사람은 재정을
포한한 부동산 같은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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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Registry ................................................................................(919) 807-2167
www.nclifelinks.org
생명권과 헬스케어 위임 양식서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등록할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아무때나 접속 가능하다.
Carolina Dispute Settlement Services ...................................................................................(919) 755-4646
234 Fayetteville St, Suite 200, Raleigh
www.notrials.com
(가디언쉽, 장기간 케어 논쟁, 이혼, 커뮤니티 분쟁 등에 관한 이슈에 대해 중재를 제공한다, 실비)
Guardianship, Wake County ..................................................................................................(919) 792-4600
Clerk of Court, Wake County Courthouse, 12th Floor 316 Fayetteville St., Raleigh
web.co.wake.nc.us/courts/incompetency.html
(Forms for this proceeding are available in the Special Proceedings Division, located on the 12th floor of
the Wake County Courthouse, and are available online.)
Haswell, W. Michael, Certified Mediator...............................................................................(919) 828-4011
2016 Cameron St, Ste 219, Raleigh
www.haswellmediation.com
(노인과 자녀 혹은 간병인들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
LawHelp.org/NC www.lawhelp.org/nc
(저소득과 중산층을 위한 법률 도움을 찿아주는 웹사이트. 사이트는 주제와 해당 지역 별, 법적
서비스와 법룰 문제에 대한 정보의 자료를 제공한다)
Legal Aid of North Carolina, Raleigh Office .............................................................................866-219-5262
224 S Dawson St, Raleigh
www.legalaidnc.org
(노동법에 관한 이슈 유온, 정부 혜택, 집, 파산 신청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범죄에 대한 법적 지원,
60 세 이상에게 무료)
National Academy of Elderlaw Attorneys................................................................................703-942-5711
www.naela.org
NC Lawyer Referral Service....................................................................................................(919) 677-8574
Toll Free....................................................................................................................................800-662-7660
www.ncfindalawyer.org
(변호사에게 전화로 연결시켜 30 분간 무료 자문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지원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Senior Law Clinic, Campbell University Law School...............................................................(919) 865-4676
225 Hillsborough St, Suite 302, Ra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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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와 돈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부동산의 관리 등의 결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Registry ................................................................................(919) 807-2167
www.nclifelinks.org
(생명권에 대한 유언과 헬스케어 위임권 양식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개인은 그들의 결정을
긍록하면 아무때나 온라인상에서의 접속이 가능하다)
Carolina Dispute Settlement Services ..................................................................................(919) 755-4646
234 Fayetteville St, Suite 200, Raleigh
www.notrials.com
Guardianship, Wake County ..................................................................................................(919) 792-4600
Clerk of Court, Wake County Courthouse, 12th Floor 316 Fayetteville St., Raleigh
web.co.wake.nc.us/courts/incompetency.html
Haswell, W. Michael, Certified Mediator...............................................................................(919) 828-4011
2016 Cameron St, Ste 219, Raleigh
www.haswellmediation.com
(노인이나 자녀들, 혹은 간병인들과의 갈등이 생길시 해결.법적, 비법률적 중재)
LawHelp.org/NC www.lawhelp.org/nc
Legal Aid of North Carolina, Raleigh Office .............................................................................866-219-5262
224 S Dawson St, Raleigh
www.legalaidnc.org
National Academy of Elderlaw Attorneys................................................................................703-942-5711
www.naela.org
NC Lawyer Referral Service...................................................................................................(919) 677-8574
Toll Free...................................................................................................................................800-662-7660
www.ncfindalawyer.org
Senior Law Clinic, Campbell University Law School...............................................................(919) 865-4676
225 Hillsborough St, Suite 302, Raleigh
(유언, 위임, 우선권 결정, 대리인 등의 법룰 서비스., 직원의 감독하에 법대 학생들에 의해 제공된다.
무료)

여가 활동/ 취미 생활
Senior Activity Centers
시니어 센터들은 여가 활동, 건강 관리, 운동 프로그램과 사회 활동을 제공하는데,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Whitaker Mill Senior Center ..................................................................................................(919) 856-6444
401 East Whitaker Mill Rd, Raleigh
(Operated by Resources fo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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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Leisure and Cultural Resources
Raleigh Parks and Recreation.......... 831-6640 2401
Wade Ave, Raleigh
www.raleighnc.gov/seniors
(총 39 군데가 있으며, 피트니스, 스포츠, 미술/공예반, 수영, 극장, 시니어들을 위한 이벤트, 여행,
건강과 운동 강좌, 세미나, 워크샵 개최 )

장기간 케어 시설
Raleigh-Wake Senior Games .................................................................................................(919) 831-6851
2401 Wade Ave, Raleigh (Yearly athletic and artistic competitions for persons 55 or older)
Salvation Army Senior Social Program ..................................................................................(919) 832-6918
902 Wake Forest Rd, Raleigh
(화요일 10 시에 가능, 전화로 확인할것)
Silver Connections .................................................................................................................(919) 803-6499
514 Daniels St, Suite 320, Raleigh
www.silverconnections.org
(55 세이상의 독신자들을 위한 사설 기관이 있는데 연회비로 운영된다.)
YMCA of the Triangle
www.ymcatriangle.org
Alexander Family YMCA (Central) ….......................................................................................(919) 832-9622
1601 Hillsborough St, Raleigh
Kerr Family YMCA ..................................................................................................................(919) 562-9622
2500 Wakefield Pines Drive, Raleigh
YWCA of the Greater Triangle ...............................................................................................(919) 834-7386
554 East Hargett St, Raleigh
(Hargett Street location 은 55 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골든 오크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ㅡ
월요일-금요일, 9 시-1 시, 점심과 제한적인 운송 제공한다)

장기간 케어 시설
가족들은 노인을 따로 거주하게 하거나, 집에 간병인을 두고 직접 케어를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해
많은 케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간병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필요는 가족들에 의해
직접하는것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더이상 집에서 케어를 받는것이 어려운 가족들은 결국 다른
대안을 찿게되고,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집에서 케어할 경우에 커지게 될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노인의 필요를 채워줄 시설을 발견하는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막중한 부담일수있다. 왜냐하면
위급한 때에 그런 시설들을 갑작스럽게 찿아야할 경우가 종종 오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시 다른 장소를 찿아 옮기게 될 경우를 대비해 결정전에 미리 시설들을 방문해 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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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지원서를 낼때, FL-2 서류를 참고하느것이 도움이 된다. 이 서류는 환자의 주치의에 의해
자세하게 환자의 상태를 작성해야한다. 시설을 방문시에 많은 질문들을 함으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케어를 도와주는 시설과 숙련된 스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능한 각각
다른 시간과 요일을 정해 여러번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라.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때 사용되어지는
자세한 체크리스트는 79 페이지에 있는 참고 자료인 장기간 케어 시설 체크리스트를 이용할수
있다.
각각 다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두 종류의 장기간 케어 시설이 있다.널싱홈은 질병이나 중증의 상태
질병, 혹은 단기간의 집중 치료, 직업적, 언어 재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지속적인 간호를
받기에적합한 시설이다. 널싱홈의 환자들은 전문 기술의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병원 케어를 받을
정도의 중증은 아닌 상태이다. 케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다.
성인 케어 홈 (Assisted Living/Rest Homes)은 의료 치료가 필요하진 않으나 스스로를 관리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케어를 제공한다. 숙박과 숙식, 여가 활동, 약제 관리, 병원 운송, 개인 위생사의
도움, 및 24 시간 관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케어는성인 케어 홈(also called rest home or assisted living), 가족 케어 홈, 혹은 DDA 홈
(장애인을 위한 공동 거주 홈)에서도 제공되어지기도 한다.

장기 케어 비용
장기케어 비용은 높게 책정되어있다. 웨이크 카운티 성인 케어 홈의 비용은 시설과 케어의 단계에
따라 한달에 2000 불-5000 불 이상을 상회하기도 한다. 널싱 시설은 6000 불 이상의 비용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장기 케어 시설을 알아볼때,지불 방법에
대해 상의를 꼭 하도록 권하고, 시설이 메디 케어와 메디 케이드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것이 좋다. 성인 케어홈이 특별 보조사를 받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공공
기금으로 지원하려면, 자리확보를 위해 시설에서 미리 돈을 지불해야야 하는지도 알아보라.
메디케어: 메디케어가 장기 케어어의 비용을 모두 지불 할거라는 생각은
잘못된것이다.메디케어는 가정 홈 케어의 2 퍼센트이하의 비용만 지불하며, 입원 전 상태를
포함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한하여 단기 전문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 케이드: 연방정부 제도는 널싱홈 케어 비용을 제공한다. 널싱홈 거주자는 반드시 수입과 지원
한도 내에서 나이, 신체 장애 기능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웨이크 카운티 휴먼 서비스 부서
에 지원하라. 메디케이드 널싱 홈 제도의 이용 가능한 규칙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규칙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가정에 거주할때 메디케이드 혜택을 못받는 많은 사람들이 널싱홈에
들어가면 메디케이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부부중 한명이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받기위해서는
부부 합산된 부부의 재산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규약은 집에 남아야하는 다른
배우자를 위해 어떤 부분의 자산과 수입은 남겨두는것을 허용한다. 소유한 집으로 인해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자격을 잃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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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위한 특별 지원: 성인 홈 케어 비용은 엄격한 수입과 기준을 갗춘 정부/국가적
프로그램에서 지원한다. 특별 보조인은 성인 홈 케어 비용에 해당되는 숙식 비용을 지불한다.
해당되는 거주자들은 개인 케어 비용, 의료 서비스, 약 처방비 등의 비용을 메디케이드로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Adult Economic Services/Medicaid and Special Assistance Applications..............................(919) 212-7541
Wake County Human Services 220 Swinburne St, Raleigh
www.wakegov.com
Brochure on Special Assistance and how to apply is available on the web:
http://www.dhhs.state.nc.us/aging/adultsvcs/ specialassistance.pdf

장기간 케어 시설 허가/관리
놀스 캐롤라이나, 건강 관리 부는 성인 케어 홈과 널싱 시설에 관한 허가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2009 년 1 월, 새 ’별 점(Star Rating)’ 제도는 성인 케어 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다.각각의 시설들은 1-4 개의 별점을 받는데, 이는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는
웹 페이지에 올려지게 되어 필요한 사람들과 가족들로 하여금 시설을 선택할때 도움을 주고 있다.
홈페이지는 최종 점수와 순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특정 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인용되어있다. 기본 점수는 별 3 개이며, 위반시에는 갯수가 줄고, 어떤
장점에 대해서는 별 갯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두 번 연속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게된 시설은 별점 4 개를 획득하게 된다.
웨이크 카운티 휴먼 서비스 부서에서는 장기 케어 시설 거주자들의 권리와 면허 기준 등에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 학대, 방임, 착취 등에 관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조사하한다. 아래 자료들은
시설에 관한 민원과 올바른 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메디케어(Medicare) 널싱 홈 비교
www.medicare.gov/NHCompare/home.asp
(널싱 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와 불만 접수. 우수한 시설에 대한 평점)
NC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ivision of Health Services Regulation Complaint/Question
Hotline........…………………………………………………………………………………………………………………………800-624-3004
http://www.ncdhhs.gov/dhsr/ www.dhhs.state.nc.us/dhsr/acls/ adultcarepenalties.html - wake
(Listing of facilities that have received penalties since 2006)
Licensure for Nursing Homes ................................................................................................(919) 855-4520
Licensure for Adult Care Homes ............................................................................................(919) 855-2765
(모든 널싱 시설과 성인 케어 홈의 허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증에 관한 조사, 불만 조정)
Star Rating Site
www.ncdhhs.gov/dhsr/acls/star/
Wake County Human Services Adult Home Specialist...........................................................(919) 856-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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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 Whitaker Mill Rd, Raleigh
(홈케어 허가, 관리, 불만 접수. 장소를 찿는 가족과 개인들을 위한 조언)
Adult care homes
lnweb02.co.wake.nc.us/dhs/acth.nsf/webfacilityview?openview
Nursing homes
lnweb02.co.wake.nc.us/dhs/acth.nsf/ webnhview?openview

장기 케어 거주자들을 위한 변호
Friends of Residents in Long-Term Care ................................................................................(919) 782-1530
Toll-free..............................................................................................................................……888-411-7571
883-C Washington St, Raleigh
www.forltc.org
Regional Long-Term Care Ombudsman.................................................................................(919) 558-2711
Toll Free....................................................................................................................................800-310-9777
Area Agency on Aging, Triangle J COG (Information on long-term care facilities, advocacy, grievance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State Long-Term Care Ombudsman.......................................................................................(919) 733-8395
NC Division of Aging and Adult Services
www.dhhs.state.nc.us/aging/ombud.htm
(Advocacy and information for long-term care residents)

널싱 시설
아래의 시설은 전문적 케어를 제공하기위한 허가를 받은 곳이다. 특수 성인 전문 케어를 위한
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시설에는 가능한 침대의 종류에 따라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받아준다.
Blue Ridge Health Care Center ..............................................................................................(919) 781-4900
3830 Blue Ridge Rd, Raleigh
(134 nursing beds)
Capital Nursing and Rehabilitation Center.............................................................................(919) 231-6045
3000 Holsten Lane, Raleigh
(125 nursing beds)
City of Oaks Health and Rehabilitation Center ......................................................................(919) 231-8113
3609 Bond St, Raleigh
(180 nursing beds, 6 adult care beds)
Litchford Falls Healthcare and Rehabilitation Center ........................................................... (919) 878-7772
8200 Litchford Rd, Raleigh (90 nursing beds, 24 adult care beds)
Mayview Convalescent Center ............................................................................................. (919) 82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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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ast Whitaker Mill Rd, Raleigh
(139 nursing beds)
Raleigh Rehabilitation and Healthcare Center ......................................................................(919) 828-6251
616 Wade Ave, Raleigh
(174 nursing beds)
Rex Rehabilitation and Nursing Care Center..........................................................................(919) 784-6600
4210 Lake Boone Trail, Raleigh
(120 nursing beds)
Sunnybrook Healthcare and Rehabilitation Specialists..........................................................(919) 231-6150
25 Sunnybrook Rd, Raleigh
(97 nursing beds, 19 beds in sub-acute/rehab unit)
Unihealth Post-Acute Care Raleigh…………………………………………………………………………………...(919) 755-0226
2420 Lake Wheeler Rd, Raleigh
(130 skilled nursing beds, 20 dementia care beds.)
Universal Health Care and Rehabilitation Center..................................................................(919) 872-7033
5201 Clarks Fork Dr, Raleigh
(132 nursing beds)

Adult Care Homes (Assisted Living and Rest Homes)

The homes listed below are licensed by the state as “Adult Care” to house 7 or more residents.

Brighton Gardens (Private pay)..............................................................................................(919) 571-1123
3101 Duraleigh Rd, Raleigh
(115 residents including 25-bed dementia unit)
The Covington ...................................................................................................................... (919) 791-1981
(Special Assistance accepted) 4510 Duraleigh Rd, Raleigh
(120 residents including 60-bed dementia unit)
Elmcroft of Northridge ..........................................................................................................(919) 848-4906
(Private pay, limited Special Assistance)
421 Van Thomas Dr, Raleigh (
120 residents including 58-bed dementia unit)
Falls River Court Memory Care Community (Private Pay)......................................................(919) 844-2499
1130 Falls River Ave, Raleigh
(38 residents, all have dementia)
Falls River Village (Private Pay) ..............................................................................................(919) 844-9747
1110 Falls River Ave, Raleigh (60 residents)
Lee's Long Term Care ............................................................................................................(919) 77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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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ssistance accepted)
7133 Rock Service Station, Raleigh
(60 residents)
Magnolia Glen (Private pay)...................................................................................................(919) 841-4747
5301 Creedmoor Rd, Raleigh
(66 residents, assisted living facility within a rental retirement community)
Morningside Assisted Living of Raleigh (Private pay).............................................................(919) 828-5557
801 Dixie Trail, Raleigh
(88 residents, including 41- bed dementia unit)
Spring Arbor of Raleigh ......................................................................................................... (919) 250-0255
(Private pay; limited Special Assistance)
1810 New Hope Rd, Raleigh
(78 residents)
Sunrise at North Hills ........................................................................................................... (919) 981-6100
(Private Pay)
615 Spring Forest Rd, Raleigh
(145 apts including some 2-bedroom, 24 in dementia unit)
Sunrise of Raleigh (Private Pay) ............................................................................................ (919) 787-0777
4801 Edwards Mill Rd, Raleigh
(85 residents)
Wake Assisted Living ............................................................................................................ (919) 231-7575
(Special Assistance accepted)
2800 Kidd Rd, Raleigh (60 residents)

가족 홈 케어
패밀리 케어 홈은 6 인 이하, 관리 케어 제공을 위해 허가를 해준다.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아래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 보조사를 허락한다.
Ann’s Family Care Home .......................................................................................................(919) 790-7663
2801 Gladstone Dr, Raleigh
Ann’s Family Care Home #3 ..................................................................................................(919) 790-7663
205 Fenton St, Raleigh, NC
Common Ground at Riverknoll …………………………………………………………………………………........ (919) 696-1772
1616 Riverknoll Dr, Raleigh
Compassionate Place Home ..................................................................................................(919) 600-3088
3401 Sheryl Dr, Ra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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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ie’s Place Family Care Home .............................................................................................(919) 847-9495
1944 Wilton Circle, Raleigh
(Private pay only)
The Haven on Saratoga..........................................................................................................(919) 850-2955
3905 Saratoga Dr, Raleigh
Helms Family Care Home #1 .................................................................................................(919) 851-3715
2305 Glascock St, Raleigh
Jones Family Care Home .......................................................................................................(919) 772-7382
3620 Barwell Rd, Raleigh
Lake Wheeler Road Family Care Home .................................................................................(919) 833-0742
1315 Lake Wheeler Rd, Raleigh
Linda’s Family Care Home .....................................................................................................(919) 231-9838
816 Peyton St, Raleigh
Long Acres Family Care Home #1 & #2 ....................................................(919) 231-7500 or (919) 231-1404
400 & 404 Parnell St, Raleigh
Lynn’s Home at Saybrooke.....................................................................................................(919) 621-9670
6320 Saybrooke Dr, Raleigh
(Private pay only)
Nana’s Touch Family Care Home …………………………………………………………………………………….. (919) 673-7717
2604 Adcox Pl, Raleigh
R & S Family Care Home ....................................................................................................... (919) 821-4546
1445 Sawyer Rd, Raleigh
Springhaven Family Care Home............................................................................................ (919) 828-3834
1308 East Lane St, Raleigh
Summer Gardens................................................................................................................... (919) 851-3715
502 Carolina Ave, Raleigh
Summer Manor .................................................................................................................... (919) 851-3715
9904 Baileywick Rd, Raleigh
(Private pay only)
Worthdale Family Care Home............................................................................................... (919) 231-9706
933 Friar Tuck Rd, Raleigh
Wrenette’s Place................................................................................................................... (919) 412-6024
7029 San Juan Hill Ct, Ra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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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영양
조리 보조사(FO)를 제공하는 여러 에이전시와 교회등이 나와있는 기초 필요란을 참고하라
Food & Nutrition Services, Wake County Human Services ..................................................(919) 212-7000
(푸드 스탬프는 식품을 구매할수있는 전자 카드로 대체되었다. 이는 SNNP 라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에 기초하며,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지원자는 아래
열거된 지역에서 지원하라.)
Wake County Human Services.............................................................................................. (919) 212-7000
220 Swinburne St, Raleigh
Meals on Wheels (Home-Delivered Meals) .......................................................................... (919) 833-1749
1001 Blair Dr, Raleigh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의료 기구, 장비, 보조 장치
Tucker Street Nutrition Site
St. Saviour’s Center
616 Tucker St, Raleigh........................................................................................................... (919) 832-2592
Whitaker Mill Senior Center
401 East Whitaker Mill Rd, Raleigh....................................................................................... (919) 828-6513
YWCA/Golden Oaks
554 East Hargett St, Raleigh ................................................................................................. (919) 834-7386
Rosie’s Plate ......................................................................................................................... (919) 833-0505
702 N Person St, Raleigh
www.rosiesplate.com
(특별식(글루텐 프리, 피넛 알러지 식단, 해산물 알러지 등) 식단. 제한된 지역에 한해 배달이
가능함)
Shepherd's Table Soup Kitchen............................................................................................. (919) 831-2010
Church of the Good Shepherd, 125 Hillsborough St, Raleigh
(Noon meal available Monday-Friday 11am-noon)

의료 기구, 물품과 보조 장치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집안에서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줄 보조 기구와
물품들이 많이 있다. ‘메디케어 B ‘ 는 휠체어나, 산소 공급기 같은 의료 기구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반드시 메디케어 공급자로 지정된 자에 의해 공급받아야 하며, 의사에
의해 처방받아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져야한다.메디케어는 기구 공급자에게 매달 사용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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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지불하며, 메디케어 기구 공급자로 등록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메디케어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아래 열거된 리스트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는 전 의료 기구 공급자는 아니지만, CVS, Harris Teeter,
Kerr Drug, K-Mart, Revco, Target, Walmart, Walgreens 등을 포함한 많은 약국 체인, 할인점,
식품점등이 메디케어에 등록되어 있다.
추가로 알아야 할것은 공급자가 메디케어의 ‘등록’ 되어 있는지, 공급자가 메디케어
‘참여자’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메디케어’참여’ 공급자는 메디케어의 환급비율에 따른 것을 동의한
공급자이다. 즉, 만일 메디케어가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 100 불을 승인했다면, 공급자는 그 이상의
가격을 청구할수 없다. 메디케어는 80 불을 지불하고, 메디케어 환자는 20 불을 지불하게 된다.
만일 메디케어’ 참여자’ 에게 갈 경우 20 퍼센트의 코페이 이상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기구
공급자는 나머지비용에 대해 메디케어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지역 의료 기구 공급자는 ‘참여자’가 아니므로, 기구 공급자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수 있으므로 환자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말해, 만일 메디케어가 100 불을
승인했지만, 공급자가 150 불을 청구한다면, 환자는 20 불(메디케어가 스인한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과 더불어 50 불을 지불해야 하므로 20 불이 아닌 70 불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것이다.
비참여 공급자에게 가면 전 액수를 다 지불한 뒤에 메디케어의 청구를 기다린다. 계단 리프트,
엘리베이터, 다른 가정 기구의 공급자에 대한 정보는 이책의 Home Adaptation and Accessibility
section 을 참고하라.
* indicates a Medicare-enrolled durable medical equipment (DME) supplier.
**indicates a Medicare participating supplier
AT Exchange Post ..................................................................................................................(919) 872-2298
1110 Navaho Dr, Ste 100, Raleigh
http://www.pat.org/
(Online listing allowing individuals to buy and sell previously owned equipment, including durable
medical equipment, wheelchair-equipped vans, etc.)
*Access Medical Supply.........................................................................................................(919) 845-6830
8394 Six Forks Rd, Suite 101, Raleigh
www.myaccesshealthcare.com
**Active Healthcare ..............................................................................................................(919) 870-8600
9104 Falls of Neuse Rd, Suite 100, Raleigh
www.activehealthcare.com
(CPAP and respiratory specialists)
*Advanced Home Care ..........................................................................................................(919) 852-0052
6003 Chapel Hill Rd, Suite 105, Raleigh
www.advhomecare.org
(Nonprofit company, specializing in respiratory care, enteral nutrition, and mobilit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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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ting and Mobility, Inc ....................................................................................(919) 782-5110
8800 Westgate Park Dr, Suite 110, Raleigh
www.seating-mobility.com
*American Home Health Care, Inc.........................................................................................(919) 876-4336
3430 Tarheel Dr, Ste 104, Raleigh
www.americanhhc.com
*American Mobility................................................................................................................(919) 876-3600
2851 Van Huron Dr, Suite 103, Raleigh
www.american-mobility.com
(Specializing in power wheelchairs, lifts)
*At Home Assessments..........................................................................................................(919) 872-8484
4900 Thornton Rd, Suite 125, Raleigh
www.athomeassessments.com
*Compassion Medical Supplies .............................................................................................(919) 872-5494
4023 Wake Forest Rd, Raleigh
(Specializing in diabetic footwear)
Easter Seals UCP.....................................................................................................................(919) 865-8606
5171 Glenwood Ave, Suite 400, Raleigh
http://www.nc.easterseals.com/
(Durable medical equipment provided for lowincome persons of any age. Wait list.)
*Family Medical Supply......................................................................................................... (919) 981-5881
3209 Gresham Lake Rd, Raleigh
www.familymedsupply.com
Homecare Medical Groups ……………………………………………………………………………………………....(866) 415-4210
5720-I Capital Blvd, Raleigh
www.homecaremg.com
IMAGE Management .............................................................................................................(919) 829-1479
1501 Chester Rd, Raleigh
www.image-management.com
(Provides speech recognition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as home accessibility equipment.)
IMAGINE (Increased Mobility and Greater Independence Equipment)................................ (919) 779-3487
1032 Altice Dr, Raleigh
www.ifuimagine.org
(Nonprofit organization, accepts donated mobility and other durable medical equipment, and provides
donated equipment to those who need it at no charge.)
Independent Living Rehabilitation Program ......................................................................... (919) 715-0543
436 N Harrington St, Ra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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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agency promoting independen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rvices may include home and
vehicle modification, and assistive equipment.)
**Medi Home Care............................................................................................................... (919) 873-1001
5840 McHines Pl, Suite A, Raleigh
www.msa-corp.com
**Medical Equipment Distributors ...................................................................................... (919) 873-9168
2200 Millbrook Rd., #109, Raleigh
*Mobility Plus ........................................................................................................................(919) 676-4228
(No storefront; representative will come to client’s home. Specializes in power wheelchairs.)
*Orthopedic Service Company of Raleigh..............................................................................(919) 878-7183
2521 Noblin Rd, Raleigh
www.orthopedicservice.com
*The Scooter Store...................................................................................................................866-703-0339
3200 Lake Woodard Dr, Raleigh
http://www.thescooterstore.com/
(Specializing in power mobility devices.)
*Stalls Medical.......................................................................................................................(919) 233-0732
5995 Chapel Hill Rd, Ste 119, Raleigh
http://www.stallsmedical.com/
(Adaptive Vans division sells and services loweredfloor vans.)
*Summit Rehab Solutions .....................................................................................................(919) 850-0144
3201 Wellington Court, Suite 107, Raleigh
OrthoVan Products ................................................................................................................(919) 878-7110
2521 Noblin Road, Raleigh
www.vanproducts.com
(Sells and rents vehicles with handicap modifications, and modifies existing vehicles) tic specialists, also
carry a variety of durable medical equipment.)
*Vantage Healthcare Services ...............................................................................................(919) 212-9998
1129 Corporation Parkway, Suite 141, Raleigh
Wake County Human Services Donated Goods ....................................................................(919) 212-7084
220 Swinburne St, Raleigh
(Used medical equipment available at no charge)
With Love from Jesus Resource Center..................................................................................(919) 233-8010
421 Chapanoke Rd, Raleigh
www.withlovefromjesus.org
(Distributes donated medical equipment, along with many other items, at no cost to recipient. Call for
distribution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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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응급 구조 시스템은 혼자 살거나, 많은 시간을 혼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구조를 도와준다.
목이나 팔찌 형태의 버튼 형태로 평상시에 착용하고 있다가 응급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호를
Toll-Free 로 국가 관리 센터로 보내게 된다.
신호를 받은 모니터는 가입자와 그들의 지정 보호자(가족, 이웃, 911)와 연락하여 도움을 받기까지
접촉을 유지한다. 가입자들은 설치비/기계값 광 매달 사용료등을 지불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메디케어나 다른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용은 대개 매달 30-40 불 정도이며,
초기 설치 비용은 0-300 불까지 다양하다. 어떤 곳은 1 년의 게약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계약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단기간만 이용하려면 잘 알아보기 바란다. 또, 매달 사용료도 내지
않는 특수한 장치도 있다. 이런것들은 모니터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으나,
911 연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도움을 요청하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와주는
모니터가 없는 단점이 있다.
ADT Companion Services ComForcare Senior Services .........................................................(919) 647-9150
www.adt.com
(Monitoring by ADT)
American Medical Alert ...........................................................................................................800-645-3244
www.amac.com
Direct Link/Home Helpers .....................................................................................................(919) 846-9942
www.directlink911.com
(Monitoring by Security Associates International)
Guardian Alert 911...................................................................................................................800-519-2419
Freedom Alert
www.logicmark.com
(작은 무선 전화 같은 응급 신호 장치이나 모니터를 해주지는 않는다. 단지 911 로 연락해 주거나,
미리 지정된 다른 번호로 연락이 가도록 조처한다. 약국 판매, 의료 기구점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함)
Help/Medi Home Care..........................................................................................................(919) 873-1001
www.msa-corp.com
(Monitoring by MSA) Life Response .......................................................................................800-921-2008
www.liferesponseusa.com
(Monitoring by CTR Alarm Systems.) Life Station ...................................................................877-354-3050
www.lifestation.com
(Monitoring by Life Station) Lifeline........................................................................................800-380-3111
www.lifelinesys.com
(Monitoring by Philips Lifeline) SafetyChoice/Comfort Keepers...........................................(919) 44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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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mfortkeepers.com/technology-solutions/ safetychoice-products
(monitoring by Guardian)

메디케어/건강 보험
메디케어는 65 세 이상의 미국 시민, 사회 보장 제도 수혜자, 장애인을 위한 연방 의료 보험
제도이다. 메디케어는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CMS)센터에서 관리한다.
사회 보장 제도 사무실에서 메디케어 지원을 하며, 정보도 제공한다.
메디케어는 A, B, 그리고 D 파트로 나눠진다. 메디케어 A(병원 보험)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에게
무료이고, 병원 입원과 전문 간호사의 서비스,
홈 헬스 케어와 호스피스등의 혜택을 받는다.
메디케어 B(의료 보험)는 의사의 진료, 외래 통원 치료, 의료 검사, 의료 장치, A 파트로 받을 수없는
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Part B 는 선택이며 매달 프리미엄(수혜자의 소셜 체크에서 공제받음), 연
공제, 코페이등이 필요하다.
메디케어 환자를 받는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디케어 승인을 거쳐야 한다. 환자를
위한 메디케어 환자의 모든 청구를 보관해야한다. 여기에는 의사, 병원, 의료 장치 기구, 홈 헬스
에이전시, 혹은 다른 승인된 메디케어 제공자를 포함한다.
메디케어 D(약 처방 보험)는 외래 제약 처방전을 포함한다. 메디케어 D 는 선택 사양이며, 비록
프리미엄 보조가 저임금자에게만 국한 되기는 하지만그럼에도 매달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메디케어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개인 플랜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플랜은 기초 메디케어의 보조적인 제도로 만들어졌는데, 최초 플랜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플랜은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있으면, 가입자가 단순히
매달 메디케어 B 프리미엄을 계속 지불하는데 가입자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신청하기위해 메디케어 A 와 B 커버를 받아야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HMO, PPO, 혹은
a private fee-for-service (PFFS) plan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어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약
처방도 커버해 준다; 모든 플랜이 약처방을 커버해주지 않는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추가 약관과 함께 적용할수 없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광고는 무척 적극적이고 때로는 사기도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원들의 말을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각자의 필요에 대한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SHIP 프로그램에 연락을 취해 정보와 도움을
받으라.
최근에 실행된 건강케어 리폼 청구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이것은 연방 보조금의 축소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의 증가와 이러한 플랜이 제공하는 장점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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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반드시 그러한 변화가 기술되어 있는 자료들을 주의깊게
읽어야 한다
추가적 메디케어 보험은 시니어 시민들에게 가능하다. 이 보험은 메디케어 추가 보험 혹은
Medigap 이라고도 불리는데많은 보험 회사에 의해 판매되어지며 주정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12 가지의 기본 Medigap 플랜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의 보험 상품과 비용을
비교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SHIP 웹 사이트를 참고하라.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연합한 프로그램으로서 병원비, 의사 진찰, 홈 케어, 칫과 진료, 중급이나
전문인의 간호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범위의 건강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메디케이드는 프리미엄을 보장하거나, 코페이, 추가 보험, 환자가 책임 지지 못할 경우
의 감면, 추가 약관 등을 실행한다. 수혜자는 엄격한 수입과 자산 기준에 따를 메디케이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입이 가능하다.웨이크 카운티 보건소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들은 추가적인 Medigap 보험 혹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필요없지만, 메디케어 D, 즉 제약에 관한 플랜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건강 보험 안내 프로그램(SHIP)은 NC 보험 부서의 후원하에서 이루어지며, Part D 를 포함한
메디케어, 추가 메디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장기 케어 보험과 여러 건강 보험등에 대한
시니어 시민들의 의문점에 대해 질문할수 있다.
Medicaid CARE-LINE ............................................................................................................... 800-662-7030
NC DHHS, Office of Citizen Services (정보와 소개를 해주는 주사무소, 메디케이드 질문에 대한 대답 )
Wake County Human Services Adult Medicaid......................................................................(919) 212-7541
20 Swinburne St, Raleigh
www.wakegov.com
(메디케이드 지원서를 받는 카운티 사무실. 이곳에서 메디케이드 지원이 시작된다)
가능 약 리스트를 갖고 있다. 어떤 플랜은 금액 공제가 되며(2010 년에 310 불까지), 대부분의
플랜은 완전하지않고 어느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다. 2010 년, 일 년간 약값이 2830 불에 이르러,
out of pocket 약 값이 4550 불이 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 이시점에 이르면
Medicare Medicare Information............................................................................................800-MEDICARE
www.medicare.gov
(웹사이트에서 약처방 플랜을 비교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널싱 홈,
홈 헬스 케어 회사, 등 메디케어의 혜택 범위에 대한 일반적 정보 )
Medicare Rights Center ...........................................................................................................800-333-4114
www.medicarerigh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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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선 변호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교육 기관. 웹사이트는 메디케어 D 와
다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관한 유용한 요약을 제공하며,
플랜을 고르는 소비자들을 도와준다.)
Carolinas Center for Medical Excellence Quality of Care Complaint Hotline.......................800-722-0468
www.thecarolinascenter.org
(종료된 결정과 Part A 하에서 받는 메디케어 환자의 질적인 케어에 대해 검토해주는데, 청구와
보험료에 대한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aleigh office ..........................................................................877-803-6311
Nationwide Toll-Free ...............................................................................................................800-772-1213
4701 Old Wake Forest Rd, Raleigh
www.ssa.gov
(자격이 되는 시니어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메디케어를 지원하라)
Insurance Issues Inclusive Health............................................................................................ 866-665-2117
www.inclusivehealth.org
(이전 상태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거부당한 고 위험군의 사람들을 위함)
Managed Care Patient Assistance Program ..........................................................................(919) 733-6272
Toll-free....................................................................................................................................866-867-6272
www.ncdoj.gov
(건강 보험 청구와 관련한 문제와 의문점을 가진 소비자들을 돕고 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법률
사무소에 저장된 프로그램, HMOs 뿐 아니라 모든 모험을 커버한다)
NC Department of Insurance Consumer Hotline......................................................................800-546-5664
www.ncdoi.com
Seniors'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Program (SHIIP)........................................................(919) 807-6900
Toll-Free Hotline ......................................................................................................................800-443-9354
11 South Boylan Ave, Raleigh
www.ncshiip.com
(메디케어, 보조 보험, 메디케어 D, 장기간 케어 보험, 등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위치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라)

의사에게 위탁해주는 서비스
자원 봉사자와 예약할 사람들을 위한 위치 참고
Northern Wake Senior Center……………………………………………………………….………………………….(919) 554-4111
SHIIP Main Office, Raleigh..................................................................................................... (919) 807-6900
Other Wake County locations ...............................................................................................(919) 462-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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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 Raleigh Hospital Physician Referral Service.................................................................... 800-633-3853
www.dukeraleighhospital.org/physicians
Medicare ........…………………………………………………………………………………………………………………….800-633-4227
(800-MEDICARE)
www.medicare.gov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들의 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 우편번호와 전문의 검사를 알아볼수 있으나,
의사가 새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
NC Medical Board.....................................................................................................................800-253-9653
www.ncmedboard.org
(허가받은 내과의사의 온라인 안내)
Rex Healthnet Health Care Referral Service...........................................................................(919) 784-4490
www.rexhealth.com
(의사를 알아보기위해 웹사이트에서 진료 과목과 정보에 대한 섹션을 참고하라)
WakeMed Doctor Choice ......................................................................................................(919) 350-8900
www.wakemed.org

약 처방
메디케어 D
메디케어 D 는 2006 년에 시작한 약 처방에 대한 특혜이다. 지원은 자율 의사에 의하며, 참여자들은
개인 보험자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플랜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플랜은 프리미엄, 코페이,
피보험자들 같은 조건에 있어서 매우 방대하다; 또한 다양한 보험, 모든 플랜에서 약값의 5%까지
수령자의 비용을 줄이게 되는 최악의 보험료 커버가 되는 것이다. 이려한 차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전반젓인 비용부담은 각각 매우 다양해 질수 있다.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건강 케어 리폼 법률은 향후 10 년간 보험이 갖고있는 제한적 차이를
제거하게 될것이다.. 2010 년에 250 불 리베이트를 지불하는것은 Donut Hole 에 다다를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데; 2020 년까지, Donut Hole 에 있어서의 약값에 대한 환자들의 책임은 100%에서
25%로 점차적으로줄어들게 될것이다. (메디케어 D 의 기본 범위)
저소득층 보조금: 저소득층과 비교적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추가적 도움’ (LIS 혹은 저임금
보조제도) 이 가능한데, 부분적, 혹은 전체 프리미엄, 공제 금액과 코페이, 및 Donut Hall 의 제거를
위해 지급된다. 지원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 www.ssa.gov 상으로도 가능하다. 2010 년, 개인
수입이 1354 불이하이어야하며, 재산은 12,510 불 이하여야한다; 부부일 경우 1821 불이고 자산은
25,010 이어야 LIS 의 조건을 맟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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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비용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정보는 메디케어 웹사이트 www.medicare.gov 이다. 시니어를
위한 자료와 SHIP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대일 도움은
실질적으로 제공한다.
시니어들을 위한 자료들은 어떠한 특정 플랜 이나 회사를 장려하거나 추천하지는 않으며; 각자의
개인적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플랜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을 돕기위해
메디케어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도구이다.
Prescription Drugs
Medicare ................................................................................................................................ 800-633-4227
www.medicare.gov
(약처방에 대한 플랜을 돕는 장치. 개인 플랜에 대한 지원서는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고 첨부하면
된다.)
Medicare Part D: Extra Help/ Low Income Subsidy/LIS Application
www.ssa.gov
Medicare Rights Center .......................................................................................................... 800-333-4114
www.medicarerights.org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roviding free counseling, advocacy, and information for
Medicare beneficiaries 무료 카운셀링, 변호와 메디케어 수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
비정부 산하 기관.)
North Carolina Rx (NCRx).........................................................................................................888-488-6279
www.ncrx.gov
(65 세 이상이며, 메디케어 D 프리미엄을 매달 지불하는 메디케어 혜택자를 돕는다)
Seniors'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Program (SHIIP)........................................................(919) 807-6900
Toll-Free Number ....................................................................................................................800-443-9354
11 South Boylan Ave, Raleigh
www.ncshiip.com
SHIIP Main Office, Raleigh......................................................................................................(919) 807-6900
Other Wake County locations................................................................................................(919) 462-3983
Social Security .........................................................................................................................800-772-1213
www.ssa.gov/prescriptionhelp
(메디케어 약 처방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여기에 구하라. LIS 혹은 저임금 보조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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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치료 관리
약물 치료 관리는 개인이 복용하는 약을 검토하기 위해 약사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로운 약물 반응, 부작용, 대체; 즉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다른
약을 찿아주는것; 약의 목적과 정확하게 복용하는 방법등을 개인이 잘 이해하도록 확실하게
해주는것 등이다. 이후, 약사는 어떠한 적절한 약의 변경등을 의사와 상의한다.
이 서비스는 메디케어 D 에 등록되어있는 65 세 이상의 NC 거주자들에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시니어들은 일년에 한번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수있다. 이 서비스는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과 약국
체인, 독립적 약국들, 몇몇 특별 공급자들이 지원한다. 몇 특별 공급자들은 서비스를 받기위해
약국을 방문할수 없는 개인들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도 해준다. 지역에서 약사들을
찿아보려면 ChecKmeds NC website 를 참고하라
ChecKmeds NC ........................................................................................................................866-922-6247
www.checkmedsnc.com
(웹사이트는 현재 주소와 여행할 곳의 거리에 기초한 지역 제약 관리 공급자들을 찿는 방법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준다)
MTM Pharmacy Associates...................................................................................................(919) 349-1762
(개인 제약 관리, 손님의 집과 다른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RFS MEDS Program................................................................................................................(919) 713-1562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사무실에 올수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 방문을 제공.)
Other Prescription Drug Assistance
FIGS (Filling in the Gaps) Wake County Human Services........................................................(919) 212-7000
220 Swinburne St, Raleigh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처방전에 대해 한번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계속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다)
Partnership for Prescription Assistance ..................................................................................888-477-2669
www.pparx.org
Resources for Seniors MAPS Program....................................................................................(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혹은 저렴한 제약비 를 제공받기 위한 서류 작업에 대한 도움울
제공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메디케어 D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Rx Assist
www.rxassist.org
(처방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자료)
Rx Outreach ............................................................................................................................800-769-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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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xoutreach.com
(가격이 저렴한 일반 약제 우편 주문시 20-30 불 선에 100 가지가 넘는 약품을 3 개월간
제공받는다. 항우울제등과 같은 메디케어 D 에 포함되지 않는 몇가지 약들도 포함된다.)
Xubex Pharmaceutical Services...............................................................................................866-699-8239
www.xubex.com
(위의 Rx Outreach 와 비슷하지만 약품의 목록과는 약간 다르며, 수입의 제한이 없다)
Prescription Drug Delivery Hayes Barton Pharmacy .............................................................(919) 831-4641
2000 Fairview Rd, Raleigh
(처방전과 다른 물건등의 가정 배달을 제공하는 약국)
Health Park Pharmacy...........................................................................................................(919) 847-7645
8300 Health Park, Suite 227, Raleigh
(처방전과 다른 물건등의 가정 배달을 제공하는 약국)

시니어센터
시니어 센터는 독립적인 성인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 운동, 여가, 그리고 교육같은
활동을 공유하게 해준다. 프로그램에 대한 스케줄 캘린더는 센터에 비치되어있다. 시니어
센터들은 시설만 관리하는것이 아니다; 낮시간동안 케어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인 데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라( 1 페이지 참고) Meals on Wheels 에의해 지원받는 점심 배달 식사는
대부분의 시니어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은 도네이션에 의하며, 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현재, 랄리에 한개의 시니어센터에서 가능한데 커뮤니티 센터인 Raleigh Parks and Recreation 와
YWCA 에 의해 운영된다. 자세한 것은 the Leisure/Recreation section of this book for details of
prescriptions and other items 을 참고하라.
Whitaker Mill Senior Center (Resources for Seniors) ............................................................(919) 856-6444
401 East Whitaker Mill Rd, Raleigh
Calendar of events at:
www.resourcesforseniors.com/calendar.php
시니어 시민을 위한 클럽과 조직
AARP, State Office....................................................................................................................866-389-5650
1511 Sunday Dr, Suite 312, Raleigh
www.aarp.org
(교육, 법률, 50 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 랄리와 캐리 두군데에 있다.)
Golden Years Association Raleigh Parks and Recreation ......................................................(919) 831-6851
2401 Wade Ave, Raleigh
www.raleighn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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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 이상의 거주자들을 위한 많은 클럽)
NC Senior Citizens’ Assn...........................................................................................................800-323-6525
www.ncseniorcitizens.org
(변호, 정보, 다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회원제 기관)

사회 보장
개인은 과거 고용 기록에 근거해 사회 보장제도 혜택을 받는다.사회 보장 헤택은 최소 고용 기준에
적합하거나, (배우자)등의 고용 기록에 근거해 혜택을 받을수 있다.완전한 은퇴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1937 년-1959 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기준 은퇴시점이 65 세에서 67 세로
늘어났다. 1960 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7 세가 되는데,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62 세 조기 은퇴를
한 사람이 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려면 선택을 할수도 있고, 완전한 은퇴 시점까지 연금을 받는것을
보류할수도 있다.62 세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 연금 액수가 20-30%가 삭감되는것이고, 연금
시기가 보류되면 금액면에서는 많이 받게 된다. 은퇴 혜택은 각 개인의 노동 기록에 있어 최고
35 년동안 일한 수입에 기초를 둔다. 사회 보장 웹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수당 옵션을 볼수 있어,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에 대해 결정하는 도움을 주는 은퇴 계획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받게될 수당 계산을 할수도 있다.
은퇴나이 이전에 장애인이 된 개인은 SSD 프로그램에 있는 장애인 수입 수당 자격에
지원할수있다.장애인지원은 온라인으로 시작한다.
보조 보장 수입(SSI)은 기초 수급 프로그램이며, 일반 사회 보장과 대조적이다. 즉, 2010 년 개인기준
674 불)의 최소 월 수입을 지원한다.
www.ResourcesForSeniors.com SSI 의 자격은 반드시 65 세, 장애인, 혹은 시가 장애인, 최저 구입과
자산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SSI 자격은 자산과 수입에 기초를 두며, 노동 시간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 노인들에게, SSI 는 최저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supplements regular Social Security 의 헤택을 준다. SSI 는
어린시절에 장애인이된 사람들과 일반 사회 보장 자격을 가지고 노동기록을 쌓기 전에 장애인이된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SSI Visiting Angels RFS Senior Centers 는 organizations / help lines 58
www.ResourcesForSeniors.com 를 지원한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aleigh office...........................................................................877-803-6311
Toll-free national number........................................................................................................800-772-1213
4701 Old Wake Forest Rd, Raleigh
http://www.ssa.gov/
(사회 보장, 장애인 사회 보장, SSI, 메디케어 D LIS 에 대한 정보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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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직/도움
Al-Anon Hotline.................................................................................................................... (919)713-1516
Office .....................................................................................................................................(919) 787-1653
3509 Haworth Dr, Suite 107, Raleigh
www.alanonalateen6nc.org
(음주 문제를 가진 자의 친구나 가족을 돕는 지원 그룹과 교육)
Alcoholics Anonymous Tri-County Intergroup Hotline...........................................................(919) 783-6144
General information/referral.................................................................................................(919) 783-8214
3948 Browning Place, Ste 205, Raleigh
www.raleighaa.com
(알콜문제를 가진 개인 상담과 모임 정보)
ALS Association Local Chapter ...............................................................................................(919) 755-9001
Toll-Free National Number.......................................................................................................800-782-4747
http://www.alsa.org/(national)
www.catfishchapter.org
(근위축성 경화증 혹은 루게릭 질병)
Alzheimer’s Association in Eastern North Carolina ...............................................................(919) 395-5686
(알츠하이머 협회 동부 놀스캐롤라이나)
3737 Glenwood Ave, Suite 100, Raleigh
www.alz.org/nc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사전 교육, 지원 그룹, 안내와 참고자료)
Alzheimers North Carolina, Inc …………………………………………………………………………………………919) 832-3732
Toll-Free Number.....................................................................................................................800-228-8738
400 Oberlin Rd, Ste 220, Raleigh
http://www.alznc.org/
(정보와 위탁, 가족 resource 센터, 지원 그룹과 변호. National Alzheimer’s Association 과는 더이상
연계가 안된다.)
Alzheimer's Disease Education and Referral Center (ADEAR) .................................................800-438-4380
www.nia.nih.gov/alzheimers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국가 위탁과 자료 센터)
American Cancer Society........................................................................................................(919) 334-5218
Toll-Free ..................................................................................................................................866-227-2345
8300 Health Park, Suite 10, Raleigh
www.cancer.org
(출판, 금연 프로그램, 암 지원 그룹 안내)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919)74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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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Free National Number ....................800-342-2383
2418 Blue Ridge Rd, Suite 206, Raleigh
http://www.diabetes.org/
(당뇨와 지원 그룹 안내)
American Lung Association of NC...........................................................................................(919)832-8326
Toll-Free ..................................................................................................................................800-892-5650
8300 Health Park, Suite 316, Raleigh
www.lungusa.org
(폐질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폐 질환 관련 인쇄물, Better Breathers’ Club 후원 )
Arthritis Foundation Carolinas Chapter ...................................................................................800-883-8806
www.arthritis.org
(관절염에 대한 위탁 정보와 자료)
Cancer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Cancer Institute.............................................................800-422-6237
www.cancer.gov
(암과 관련된 특이한 지문과 답변)
CARE-LINE.................................................................................................................................800-662-7030
NC DHHS, Office of Citizen Services
www.nccarelink.org
(비영리, 정부 산하 보건소에 대한 위탁과 정보)
Easter Seals UCP North Carolina............................................................................................(919) 865-8606
Toll-Free Number ....................................................................................................................800-662-7119
5171 Glenwood Ave, Raleigh
nc.easterseals.com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위탁)
HopeLine ...............................................................................................................................(919) 231-4525
(위기에 처한 통화자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전화로 지원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800-222-2225
www.nia.nih.gov
(노화, 영양, 건강 관리등에 대한 간행물에 대한 전화 문의)
National Kidney Foundation ....................................................................................................800-356-5362
www.kidneync.org
(신장 질병과 기능에 대한 환자의 지원, 위탁과 정보)
National Multiple Sclerosis Society Eastern NC Chapter........................................................(919) 834-0678
3101 Industrial Dr, Ste 210, Raleigh
www.nationalmssociety.org/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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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원 그룹, DME 위탁과 교육 세미나)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800-231-4222
www.nof.org
(골다공증에 대한 비디오, 지면 정보)
National Parkinson Foundation ...............................................................................................800-327-4545
www.parkinson.org
(파킨스 질병에 대한 출판과 정보)
Paralysis Resource Center........................................................................................................800-539-7309
www.paralysis.org
(마비에 대한 정보와 출판)
Parkinson Association of the Carolinas ...................................................................................866-903-7275
www.parkinsonassociation.org
(정보, 교육적 이벤트, 웹사이트상에 있는 지원 그룹 리스트)
Project DIRECT...................................................................................................……………….…(919) 856-6540
568 E Lenoir St, Raleigh
(당뇨를 가진 사람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Resources for Seniors ..................................................................................................(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월별이나 온라인상의 간병인 지원그룹에 대한 정보와 위탁, 월-금 8 시-5 시)
Triangle Aphasia Project.........................................................................................................(919) 350-5089
www.aphasiaproject.org
(웨이크 메드와 연결된 실어증을 가진 사람과 그들의 가족과 간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

세금 지원
AARP Tax-Aide Program ..........................................................................................................866-389-5650
RFS Info Dept for local sites/schedules..................................................................................(919) 872-7933
www.aarp.org/taxaide/
(자원봉사자들은 시니어들과 저임금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신고를 무료로 도와주는 일을 해준다 .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주소에 맞는 프로그램의 장소와 스케줄을 찿아보라.)
Internal Revenue Service Local Taxpayer Assistance.............................................................(919) 850-1100
National Tax Helpline ..............................................................................................................800-829-1040
4405 Bland Rd, Raleigh
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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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in or call for appt. to meet face-to-face with IRS representative. Call national line for help by
phone. All tax forms can be found and printed out from website.)

전화 안심 서비스
Citizens Well Check................................................................................................................(919) 856-6495
Wake County Sheriff’s Department (혼자사는 사람에게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고,
응답하지않을경우에는 경찰서로 연결된다
HopeLine................................................................................................................................(919) 832-3326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전화 확인을 해준다)
Telecare..................................................................................................................................(919) 460-0567
www.resourcesforseniors.com
(시니어들을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안부 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독거
노인들을 위한 일반 전화 연락을 취하고 있다.)

교통 수단
아래의 목록은 대중 비영리 운송 프로그램, 몇몇 특별한 병원 운송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운반
차량을 제공하는 사설 운송 기관의 선택을 제공한다.
웨이크 카운티의다양한 서비를 수행하는 많은 사설 운송 회사; 개인택시와 운송 자원은 제공하지
않는다.
AA&D Transportation) ...........................................................................................................(919) 877-9599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설치된 운송)
Accessible Raleigh Transportation (ART) ...............................................................................(919) 996-3459
www.raleigh-nc.org/transit/art.htm
(영구 장애인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랄리 거주자들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시립 버스를
이용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랄리 시립 공공 운송 프로그램)
American Cancer Society Road to Recovery ........................................................................... 800-227-2345
(암 환자 치료 예약을 위한 자원 봉사 운송 프로그램. 발신자는 자원 봉사자를 연결시켜주도록 하는
지역 코디네이터에게 위탁해준다.)
Capital Area Transit ...............................................................................................................(919) 833-5701
Regional Transit Info .............................................................................................................(919) 485-7433
1430 South Blount St, Ra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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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aleigh-nc.org/transit
(City bus service and CAT-Connector mini-vans)
Center for Volunteer Caregiving............................................................................................(919) 460-0567
(문까지 직접 에스코트해주는 자원 봉사 운송)
Community Cab and Wheelchair Company ..........................................................................(919) 231-6283
(Handicap-accessible transportation) IMPPS Taxi Service ....................................................(919) 380-1414
(Special needs client transportation)
JB Transportation ..................................................................................................................(919) 839-0566
(Handicap-accessible transportation) Kingdom Transportation ...........................................(919) 231-0707
www.kingdomtransportation.com
(Handicap-accessible transportation) Medicaid Transportation ............................................(919)212-7005
(메디케어 해당자들을 위한 운송 프로그램. 이 사무실은 다른 카운티와 연계된 운송 프로그램을
취급한다; 사용하고 있는프로그램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라)
Millennium Transportation Services………………………………………………………………………………..(919) 602-5899
(Handicap-accessible transportation)
National Patient Air Transport Helpline Mercy Medical Airlift................................................800-296-1217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없으나, 의료 목적으로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
Resources for Seniors ..................................................................................................(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60 세 이상, 영양과 의료 예약시, 의료 목적의 운송, 랄리와 케리 외곽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제한적인 운송)
Response Transportation.......................................................................................................(919) 661-2504
(Handicap-accessible transportation)
SMART Transportation...........................................................................................................(919) 809-6104
(Handicap-accessible transportation)
TRACS.....................................................................................................................................(919) 212-7005
(웨이크카운티 거주자들을 위한 공공 밴 서비스: 연령 제한 없음. 2-4 불 이용료(일방). 휠체어 탑재
가능한 자동차도 가능. 등록과 지원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24 시간 전에 미리 에약해야하고
자리는 극히 소수이다)
North/East [Wake Forest, Wendell, Zebulon area] South/West [Morrisville, Apex, Holly Springs,
FuquayVarina area 등의 세가지 노선이 있다] Southern [Garner and other southeast Wak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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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노선확인은 전화 문의 할것)
Triangle Helping Hands..........................................................................................................(919) 520-2514
(비영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예약을 위한 운송/에스코트.)
Triangle Transit Authority (TTA).............................................................................................(919) 485-7433
www.triangletransit.org
(트라이앵글 버스 서비스는 시니어 시민들에게 반값 요금. 환승없이 랄리, 더램, 채플힐까지 가능한
노선이다)
Tri-Star Medical Transport ....................................................................................................(919) 878-1661
www.tristarmed.com
(비상시가 아닌때의 의료 운송; 휠체어 밴과 앰블런스가 가능하다)
Wake County Transportation Service Center ........................................................................(919) 212-7005
(이 사무실은 메디케이드 같은 다른 지역과 연계된 교통 프로그램을 취급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해두라. 이 기관은 개인이 전화로 요구하는 개인 유료 운송은 제공하지
않는다)
Veterans’ services WCTS / MV Transit...................................................................................(919) 772-2218
(의료와 RFS 운송 프로그램을 위한 스케줄과 발송에 관한 업무. 이 기관도 개인 전화로 유료 운송을
제공하지 않는다)
Wheelchair Getaways ...........................................................................................................(919) 878-7110
(단기간 대여가능한 휠체어 문의)
Veteran’s Administration Benefits and Information Hotline ...................................................800-827-1000
www.va.gov
Wake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 ..................................................................................(919) 856-6161
567 E Hargett St, Suite 124, Raleigh
www.wakegov.com
(국가 유공자를 위한 혜택을 받기 원하는 국가 유공자들과 가족을 돕는 기관)

자원봉사
아래의 목록은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비중이 큰 기관들의 목록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목록은 아니다. 대부분은 비영리 단체이며,
건강 관리 기과, 호스피스 기관, 장기간 케어 시설 같은 많은 영리 단체들도 재능있고 활기찬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AARP..........................................................................................................…………………………….866-38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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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Sunday Dr, Suite 312, Raleigh
www.aarp.org
(50 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회원제이며 법률적 조직. 세금 헤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함)
City of Raleigh Volunteer Program……………………………………………………………………………….……(919) 996-6295
310 West Martin St, Ste 201, Raleigh
www.raleighnc.gov
(시의 각 부서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자원봉사자와 연결시켜준다.)
Executive Service Corps of the Greater Triangle…………………………………………………………………(919) 681-3536
www.esctriangle.org
(비영리 기관에서 상담을 해줄수 있는 은퇴한 전문직 자원봉사자)
Foster Grandparent Program...............………………………………………………………………………………(919) 996-9295
310 West Martin St, Ste 201, Raleigh
www.raleighnc.gov
(어린이와 청소년, 60 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봉사)
Meals on Wheels ..............................…………………………………………………………………………………(919) 833-1749
1001 Blair Dr, Raleigh
www.wakemow.org
(노인, 신체 장애인들에게 식사배달 하는 자원봉사)
RDU Volunteer Ambassador Program.……………………………………………………………………………….(919) 840-7425
RDU International Airport, RTP (Volunteers provide information to passengers in the airport)
Resources for Seniors ...............………………………………………………………………………………(919) 872-7933
1110 Navaho Dr, Fourth Floor, Raleigh
www.resourcesforseniors.com
(홈 관리, 전화, 노인 방문, 시니어 회관이나 성인 센터등 에서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돕는일 등을
포함한 자원 봉사 기회 문의)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 ...…………………………………………………………….…(919) 996-6295
310 West Martin St, Ste 201, Raleigh
www.raleighnc.gov
(55 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비영리 정부 산하 기관을 연결 시켜주는 업무)
SCORE, Raleigh Chapter .................………………………………………………(919) 856-4739
300 Fayetteville St, Suite 306, Raleigh
www.raleighscore.org
(비지니스 개설과 비즈니스 유지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할 은퇴한 비지니스 자원 봉사자. 이전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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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
일정한 장소에 정보를 보관하는것은 무척 도움이 되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인수를
받게 될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정보는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라. 가족들에게 어느곳에 두었는지를
알리라. 적어도 일년에 한번 혹은 변화가 생길때마다 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하라.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급시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메디케어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조 보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관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메디케이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문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문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헬스케어 공급 약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홈케어 공급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률과 재산 물품 목록 유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urable 위임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등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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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관한 유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althcare 위임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여금고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여금고 열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호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계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로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계 사무소 혹은 은행 잔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켓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R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01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른 투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기간 케어의 건강 보험 회사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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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렌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동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인들의 필요에 대한 접근
나이든 친척이나 이웃 같은 성인들은 “언제 나는 걱정을 시작작해야하는가? 무엇을
찿아야야하는가?” 궁금해한다. 여기 그들을 방문할때 살펴야할 몇가지가 있는데, 도움이될 힌트를
당신에게 줄수 있다. 많은 질문들을 할때, 당신이 해야할것은 눈을 크게 뜨는것이다. 재정 관리같은
다른 이슈는 좀더 신중하고 능숙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과거의 행동과 현재의 변화의 차이를 찿았다면 그들이 과거의 패턴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가? 만일 당신이 문제를 발견하면, 비난하는 어조가 아닌 신중한 관심과
우려를 표현하면서 먼저 노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라. 당신이 들은것에 의지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 친한 친구들, 노인의 주치의와 대화할 필요도 있다.
다만, 단순한 운동 부족, 신체적 한계, 만성 통증, 다른 감각 기관이나 시력, 약 문제, 우울증,
치매등으로 인한 혼동 등을 포함한 많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함을 기억해라.
필요하다면 도와주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문제들이 발견되어도 아직도 계속 독립적으로
살아갈수 있으면, 단지 그 자리에서 지지해 주라.

운전:
운전 기술은 시력의 상실, 초기 치매 혹은 집중력 장애를 일으키는 다른 뇌의 문제 들 때문에
초기에 상해를 줄수있다
•차를 살펴보라. 긁힌 자국이나 패인곳이 있는가?
•그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당신과 함께 가도록 운전을 하게하라. 안전감을 느끼는가? 평상시와
다른 속도감과 못듣는 것은 없는가? 가는곳에 대해 혼동은 없는가?

우편:
정리정돈 습관의 퇴화, 우울감, 도피의 결과로 오는 걱정 같은 단어들을 자주 말하는지 살펴보라
•메일을 정리안하고 쌓아두는가?
•청구서와 중요한 회신 서류들이 오래된 버릴 것들과 섞여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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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부 편지와 복권, 도네이션 편지 등이 많은가?(이는 노인들이 전화로 돈을 사기당하거나
판매에 속았다는 증거일수 있다)
청구서와 돈 관리: 관심을 갖고 묻거나 은행 고지서를 보지 않고는알아내기 힘들다, 그러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끊긴 서비스, 혹은 은행의 독촉등을 들음으로 알수있다
•공과금 고지서가 제때 지불되는가? 렌트비나 모게지는 제때에 페이하는가?
•체크 북 관리는?
•은행 당좌 차압은 없는가?
•크레딧 카드 청구가 과다하지 않는가? 카드 빚은 제때 갚는가?

집청소:
만일 아버지가 항상 깔끔하지 못한 편이면 걱정할만한 필요가 없지마는, 엄마가 완벽하게 깔끔한
살림을 살다가 부억에 접시를 쌓아두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바로 질문할때이다.
•집은 정상적으로 치우는가?
•청결도에서의 중요한 차이가 없는가?
•집에서 악취가 나지는 않는가?
•세탁은 제때에 하는가? 의복은 깨끗한가? 계속 같은 옷만 입지는 않는가?
•집이 어질러져있는가? 도보가 가로막혀 안전상의 위험은 없는가?

식사 준비와 영양:
식욕은 나이와 활동량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입맛과 냄새 등의 변화도 노인들에게는 비교적
일반적 변화이다. 때때로 이것은 심각한 의료 문제의 조기 신호이기도 한데, 제때에 먹지 않으면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등의 통증 같은 신체적 한계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오래 서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영양학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욕구를 없애준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가?
• 맛과 후각( 몇가지 음식만 편식하는가?)의 변화나 식욕의 감퇴같은 신호가 있는가?
•스스로 음식을 준비할수 있는가?
•냉장고나 선반에는 적당량과 다양한 음식이 있는가?
•상한 음식이나 특정 아이템에 있어 과도한 재고가 있는가?
•최근에 급격히 체중이 줄었는가?

개인적 케어:
옷이나 헤어등의 변화는 다양한 이슈를 반영한다. 관절염은 옷입는것을 힘들게 하지만, 같은옷을
계속 입는것은 우울이나 다른 문제들을 암시하는 신호이다
•용모가 단정하고 적절한 옷을 입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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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은 청결한가?
•정기적으로 갈아입고, 같은 옷만 계속 입지 않은가?
•자주 목욕을 하는가?
•도움없이 샤워나 목욕을 자유롭게 하는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중이라면,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가? 복용할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시회적 행동 변화:
사회적 행동 변화가 있다면 ‘왜’일까 질문해보라. 차량 운송에 대한 문제는? 청력의 상실로 인한
대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모임에 가는것을 꺼려하는가? 슬픔과 우울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가?
•친구들과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라면,’왜’인가?
•전에 교회를 다녔다면, 현재는?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가?

정신 상태:
우울증이나 뇌의 문제로 인한 몇가지 진단을 할수 있다.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처치가능한 많은
표현들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노인인데’ 라고 가볍게 넘기지는 말라.
•예전에는 즐거워하던 것에서 흥미를 잃었는가?
•늘 걱정, 슬픔, 절망 속에 있는가?
•계속 같은 이야기와 질문을 반복하는가?
•이해시키기위해 많은 시간동안 되풀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해 내는가?
•대화, 책, TV 프로그램에 집중하는데 어려워하지 않는가?
•낮시간에 대게 졸리워하지 않는가? 정상적으로 취침을 하는가?
•비인격적으로 화를 내거나 의심하는것처럼 보이는가?

간병인 케어:
간병인 스트레스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신호로 나타난다. 행동과 정서에서의 확연한 변화를 잘
살펴라.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면 화를내거나 울기도 한다.
아래의 사항은 간병인이 겪는 공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변화이다.
_____당신이 간호하는 환자 앞에서 자주 화를 낸다
_____의사, 고용한 간병인, 관리 공급자에 대한 사소한 불만에 대해 과잉 반응한다
_____가족들에대해 자주 화를 낸다
_____계속 어쩔줄을 몰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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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가족이나 친구들과 접촉을 피한다
_____계속적인 걱정과 근심
_____우울감과 절망
_____혼자 있어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수 없다는 기분
_____ 잠을 자도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
_____고혈압, 당뇨, 두통 등의 통증 건강 상태의 악화
_____집중력, 건망증, 정리정돈의 불가

간병인을 위한 극복 방법:
이러한 변화를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관찰했다면? 해결 방법은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에 많은 간병인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 있다. 한번에 하나씩 해보라.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된다.
_____신체 운동
_____건강하게 먹기
_____좋은 간병인을 구하는 결정과 간병인을 자유롭게 통솔하는 정보를 얻는다
_____사회적 지원 그룹(지원 그룹, 카운셀러, 친구)
_____명상, 기도, 혼자만의 시간
_____ 신앙 단체에 참여
_____여가활동이나 만족감과 활력소가 되는 사회 활동
_____ 당신의 간병에 대한 책임에 관해 긍정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_____당신이 돌보는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과 웃음을 기억하라
_____간병의 책임에서 잠시 쉬게하라

MEDICARE PART D (메디케어 D)
아직 메디케어 D 약 처방 플랜에 지원하지 않고,혹은 플랜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중이면, 어떻게
고르고 무었을 고려할지에 대한 조언이다
먼저 현재 상황을 평가하라

•

VA 를 통해 보험 혜택을받는 경우 또는 처방약 보험을 제공하는 "Medicare
Advantage"플랜에 등록한 경우, 그 보험에 만족하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재 귀하가 이전 고용주의 보험 혜택이나 귀하가 지불하는 보충 건강 보험 플랜에서
다른 처방약 혜택이있는 경우, 귀하의 보험이 "신용할만한"것으로 간주되는지, 즉
적어도 메디 케어가 제공하는 혜택정도는 받고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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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 혜택을 상실한 경우 페널티없이 메디
케어 플랜에 나중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현재 보험 회사가 귀하의 플랜이 내년도 계속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처방약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한 달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아보십시오. 건강
보험과 처방 보험이 모두 포함 된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보험사는 처방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또는 보험 적용 범위를 떨어 뜨린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낮출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합니다.

•

귀하가 의지 할 수있는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신용 할"수없는 경우 또는 보험 보상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Medicare 플랜 중 하나가 유익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용량과 복용 횟수를 포함한 모든 약물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2. 보험없이 각각의 비용을 알아보십시오. 약사가이 문제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보험없이
매월 지불 할 금액을 더하십시오.

3. 내년에 계속 사용할 수있는 보험이있는 경우 실제로 각 약에 대해 지불 한 금액을
알아보십시오. 매월 지불 한 금액을 더하십시오. Premium 처방약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추가하십시오. 이제 12 를 곱하면 모든 의약품과 보험 비용이 1 년
동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약 비용의 첫 $ 295 를 직접 지불 할 수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이것을 "공제액"이라고하며 때로는 공제액이있는 계획의 전체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5.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www.medicare.gov 로 가셔서 처방약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되는 온라인 도구를 찾으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Resources for Seniors 를 요청하고 정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거기에있는 직원
중 한 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메디 케어 사이트에서 인쇄물을 받으면 다음 요소를 고려하십시오.
•

총 연간 약 플랜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보험료와 공제액, 가입자 분담금, 보험
적용 격차 또는 "도넛 공"에 지불 할 가격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어느 계획이 일년 내내
가장 안 비싸지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전반적인 견적이지만이 특정 약품 세트를
기반으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투약을 변경하면 총 비용이 변경됩니다.

•

위의 3 단계에서 알아 낸 것과 이것을 비교하여 메디 케어 플랜 또는 지금하고있는 일을
잘 수행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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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모든 약품이 "Tier 1"또는 "Tier 2"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즉,이 플랜이
"선호하는" 약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입니다! 일부 약품에 "Tier 3"이라는
레이블이 붙어있으면 해당 약물이 "바람직하지 않은"상표임을 나타내며, 다른 약물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됩니다. 다른 플랜에 귀하의 약품이 낮은 등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에 공제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괜찮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즉시 의약품 지불을 시작하는 보험을 선호하십니까?

•

일년 내내 동일한 약을 계속 복용 할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오랫
동안 같은 약을 먹었다면,이 추정치는 아마도 좋은 결과 일 것입니다. 작년에 약물
치료를 많이 바꾼 경우, 어떤 계획이 가장 적합한 지 예측할 수 없음을 알아 두십시오.

약:
정량:
소매 비용:
내가 지금 지불하는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모든 의약품의 월간 전체 소매 비용 (보험 불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현재 보험의 월간 비용
--적용 범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월간 처방 보험 비용
프리미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 C=총 현재 월간비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현재 월간 비용 x 12= 총 현재 연간비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스 캐롤라이나로 부모 이주하기
Tips for Adult Children of Aging Parents (노부모의 고령 자녀를 위한 팁):
There are many issues to consider before deciding to move a parent here from out of state. Here are a
few of the most common and important to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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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or assistance in learning what is available in Wake County, call:
Resources for Seniors Information Department…………………………………………………………..........(919)713-1556
(부모를 타주에서 이 곳으로 이주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흔히 볼수 있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Wake County 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Resources for Seniors (713-1556) 으로 전화하십시오.)

금융 문제:
이사를 계획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재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상의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경제자원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입에 따른 공공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야합니다. 혜택이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뉴저지 또는 코네티컷 주에서
가능한 것들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불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사회 보장 수당, 연금, 기타 등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산 (저금, 투자, 은퇴 계좌, 기타 등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공 지원이 있으시면, (식권, 처방 의약품 지원, 공공 요금 청구서 보조, 가정 건강 관리, et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부모가 이사를 할 때 연방 정부의 혜택은 변동이 없지만 주소 변경에 대해 사회
보장부에 알리고 지불금을 새 은행에 직접 예치해야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으며 보통
새 은행에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Medicare
건강 보험 제도: 기본적인 건강 보험제도의 혜택은 변경되지 않지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

귀하의 부모님은 "Medicare Advantage"또는 "Medicare Part C"플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개인 계획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어 NC 로 양도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Medigap"또는 Medicare 추가 보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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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험 등이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할 때 동일한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

변경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지역에서의 조건이 적용될 때까지 이전 플랜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처방약:
많은 노인들이 Medicare Part D 처방약 보험에 가입합니다. Medicare Part D 처방약 보험의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적용받지만, 다른 일부는 특정 지역에만 제공됩니다.
•

부모님이 Medicare Part D 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이주할 경우 다른 회사로 변경해야합니까?

•

NC 에 비슷한 플랜이 있습니까?

•

귀하의 부모님이 Medicare Part D 를 보충하는 주 처방 보조 프로그램 (SPAP)에 등록되어
있어, 보험 보상 범위의 적용을 받습니까?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일부 노인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되는 최소한의 SPAP 가 있지만 공동 지불 및 보험 적용 범위의 "도넛
구멍"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SPAP 보험 혜택을 상실한다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Medicare 의사:
Wake County 에서는 새로운 Medicare 환자를 받아 들일 수있는 주치의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
메디케어를 받아주는 의사를 가능한 빨리 찾으십시오. 부모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는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할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병원을 찾아보십시오.
종종 새로운 의사가 들어와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Medicaid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 보장 제도):
Medicaid 는 연방 및 주의 저소득층을위한 건강 보험이므로 자격 규정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전에 거주하던 주에서 유효했던 요소들이 노스 케롤라이나에서도 유효한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Medicaid 는 인홈 케어, 처방약 보상 및 기타 혜택은 물론 직접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식량 원조 및 기타 경제적 지원:
•

부모님이 "푸드 스탬프"를 받았습니까?

•

공공 요금 할인?

•

겨울 난방 비용에 대한 도움?

•

주 또는 카운티의 다른 경제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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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케어 및 서비스:
•

귀하의 부모님은 집에서 재택 건강 보조원 또는 가정부의 도움을 받습니까?

•

받는다면 서비스에 대해 누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

이러한 서비스의 가용성은 다른 지역보다 NC 에서 훨씬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십니까?

교통:
•

부모님이 운전합니까?

•

새로운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을 적응할 수 있습니까? 일부 고령자는 집에서 친숙한 길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해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운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동하실 생각입니까? Wake County 지역 대부분에는 대중
교통이 제한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부모님을 의료 진찰, 식품점, 노인복지관 등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사회적 지지:
•

부모님은 현재 집에서 어떤 사회지원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회, 이웃, 친구, 친척 등이 위기 응급 상황에서 격리를 해소하고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여기로 이주한다면 당신은 그의 유일한 사회적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

부모님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요?

•

가족, 직장 및 사회 활동에 얼마나 바쁘신가요?

•

이곳으로 이사하면 부모님은 무엇을 잃을까요? 특히 부모님이 이미 어느정도 노쇠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

부모님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삽니까? 여기에서도 비슷한 삶이 가능합니까?

•

여기로 이사 온다면 이곳에서도 현상태의 독립 수준으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원이 더 필요합니까?

•

보조 생활과 같은 장기 요양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이 어떻게 지불할지 알아보십시오.
장기 요양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은 다른 주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행동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생각이라면,이 행동을 추진하는
이유를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의 생각이라면 왜 이 행동을 고려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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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나 낙상과 같은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대처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해결 대처 방안은 발생의 가능성과 비례합니까? 다소 가벼운 해결책들 - 개인 응급
응답 시스템 또는 매주 몇 시간의 서비스 (chore services) -이 추가 보안을 제공하거나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이 염려하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쉽게 현재 할수 있는
대처 방법들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

부모님의 이주로 인해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수백 마일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 안심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은 자녀들과 가까운 거리의
이주의 대가로 무엇을 잃을까요?

•

부모님은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모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가정 의료 기관을 선택하십시오.
첫째, 귀하의 필요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대행사와 이야기 할 때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적어 두십시오. 대행사와의 첫 접촉 중 이러한 기본 사항을 명확히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실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 할
계획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개인 보험,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에게 의뢰해
보았습니까? 내 보험에서 어느정도 보상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보험사에서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를 들어, 목욕, 드레싱, 가사, 식사 준비, 장보기, 교통, 교제, "보모"서비스 등 "실습"을
제공해야합니까? 또한 물리 치료 또는 간호처럼 비슷한 기술의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언제
그들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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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방문 당 얼마나 자주, 언제, 소요시간 외 기타 등등 )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필요합니까?
스케줄의 신축성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일찍 서비스를 시작해야합니까? 필요 또는 요청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성 조무사, 대형 환자를위한 강력한 조무사, 치매 환자와 일한 경험이 있는 조무사, 비 흡연자 등)
자신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 후에 대행사가 제공할 것에대해 알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질문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 의료 기관 선택
회사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메디 케어를 받아줍니까? 메디 케이드 혹은 민간 보험이나 개인적 지불 중
어느것으로 제출할 예정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사기업"서비스를 제공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본적인 시간당 요금은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녁이나 주말에 대한 초과 근무 비용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받을 수있습니까?______________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필요한 경우 휴일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내 특별한 필요 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문시 동일한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무사가 아프거나 휴가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보건 서비스 규정 부서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Regulation)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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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인정 받았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직원의 배경 조사를 수행하고 직원을 구속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이 참고 문헌을 제공 할 수 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
여러 시설을 방문 할 경우 이 양식을 여러 개 만들어 각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설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인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설의 외관이 마음에 드십니까?_______________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는 깨끗하고 냄새가 없으며 난/냉방이 잘 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원들이 이름으로 시설 거주자를 언급하고 그들과 상호 작용을 잘 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설 거주자들끼리 서로 사교적인 관계가 있음을 느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에 관한 건의 사항 등을 직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원들은 주민들과 서로에게 친절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원이 도움 요청에 알맞은 시기에 응답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 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
시설의 소음 수준은 얼마입니까? 생활 공간 및 숙박 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면도가 잘 설계되어 있고 쉽게 움직일수 있는 구조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택 사양의 평면도에 따라 함께 사용할 수있는 크기와 유형이 다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른 사람과 공유 할 수있는 단일 유닛 및 / 또는 2 인실 유닛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떤 가구가 제공되며 주민들은 집에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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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자가 자신의 방을 장식 할 수 있습니까? __________
개별 단위에 적절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사용 구역이 매력적이고 편안하며 깨끗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자와 방문객을위한 바깥 뜰이나 안뜰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들은 자신의 부대에서 흡연을 허용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공공 장소가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자의 개인 의류에는 어떤 세탁 서비스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전 및 접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입구, 복도 및 객실은 휠체어 및 보행기에 접근 할 수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휠체어와 보행기를 위한 욕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도에 걷는데 도움이되는 난간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전한 보행을 위해 미끄럼 방지 재질의 바닥과 카펫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에는 좋은 조명, 스프링클러 및 명확하게 표시된 출구가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가 충분한 보안을 제공하고 비상 대피 계획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이 각 장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활성화되면 어떻게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기 시설 체크리스트
_____기본 요금으로 모든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_____개인 위생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_____ 청소 비용, 린넨 서비스 및 개인 세탁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_____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나 영역을 제공합니까?
이 서비스는 평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들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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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시설 내에서 가능한 의료 서비스는 어느 정도이며, 이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_____응급 의료 상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거주지에 의료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습니까? 근처 병원과 협약이 있습니까?
_____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간호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등으로부터 재택 방문을
조정할 수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_____거주지가 의사 사무실, 미용사, 쇼핑 및 거주자가 원하는 기타 활동에 교통 수단을
제공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련됩니까?
_____약국, 미용실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를 현장 또는 근처에서 제공합니까?
사회 및 오락 활동
_____그룹 / 개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있을 경우 어떤 종류의 활동을 제공합니까?
누가 스케줄을 짭니까?
_____일일 일정이 게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__시설이 출장을 계획하거나 구외 행사를 계획합니까?
_____거주자 사회 및 활동 영역이 장래 거주자에게 적절하고 바람직됩니까?
_____사회 활동 / 취미 (게임, 카드, 공예품, 컴퓨터, 원예) 용품이 있습니까?
_____신앙 행사가 구내에 개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근처 봉사 활동에 참석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_____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예정된 운동 수업?
_____거주자의 애완 동물을 허용함니까? 시설에는 애완 동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가 애완 동물을 돌보고 있습니까?
_____거주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까?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며칠, 메뉴가 식사마다 어떻게
다릅니까? 메뉴가 게시됩니까?
_____특별 식단을 수용 할 수 있습니까? 자격있는 영양사가 메뉴를 계획하거나 승인합니까?
_____주민들이 메뉴 계획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정 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_____식당 환경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사회화하며 음식을 즐기도록 권장합니까?
_____주민들이 그들의 구성원끼리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스낵이나 다른 음식을 구성원내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_____정해진 시간에만 식사가 제공됩니까 아니면 유연성이 있습니까? 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_____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자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경우 특별 이벤트 및
행사를위한 개인 식당이 있습니까?
_____ 식사 도중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_____ 주민들은 음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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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 및 재정
_____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유닛을 사용할 수있을 것으로
추정합니까?
_____ 입주자 /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면 진술이 있습니까?
_____ 계약서는 의료, 숙박, 개인 간병, 지원 서비스, 입원 및 퇴소 조항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명확하게 공개합니까?
_____ 월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_____ 수수료는 얼마나 자주 인상 될 수 있습니까? 연간 증가량에 한계가 있습니까? 월별 수수료
인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_____ 거주자가 개인 재산에 대한 임차인 보험을 자신의 단위로 구매해야합니까?
_____ 청구, 지불 및 신용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_____ 선불, 입금 또는 입회비가 필요합니까? 그 중 일부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_____ 거주자가 가족 구성원 / 외부 당사자를 지명 할 수 있거나 필요로하는 경우 직원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재정을 처리 할 수 있습니까?
_____ 계약 기간은 특정 기간입니까 혹은 매월입니까?
_____ 언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환불 및 송금 정책은 무엇입니까?
_____ 자금이 고갈되어 전액 지불 할 수 없으면 어떻게됩니까?
_____ 시설에서 메디 케이드를 수락합니까? 아니면 성인을위한 특별 지원을 수락합니까?
_____ 거주자의 필요가 바뀌면 어떤 추가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직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_____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숙련 된 간호 혹은 물리 치료 같은 추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_____ 어떤 상황에서 입소자는 보육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이사를 가야합니까?
_____ 입소자가 일시적으로 입원해야 할 경우 어떻게됩니까? 시설에 거주 할 수있는 공간은
얼마나 오래있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어떻게됩니까?
직원
_____ 적격성을위한 채용 절차 및 요건은 무엇입니까?
_____ 범죄 배경 점검, 참조 및 인증이 필요합니까?
_____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프로그램이 수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환자 진료 보좌관의 직원 회전율은 얼마입니까? 직원들이 머물도록 격려하기 위해 시설은
무엇을합니까?
_____ 현재 관리자는 얼마나 오래 거기에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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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당일의 직원 대 환자 비율은 얼마입니까? 밤에? 주말에?
_____ 시설에는 항상 근무중인 RN 이 있습니까? LPN? 면허 및 인증
_____ 시설에 현재 면허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_____ 주정부가 관리자의 면허 /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재 면허가 있습니까?
_____ 이 시설은 지역 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습니까?
_____ 사업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좋은 재정적 건강 상태에 있습니까?
불평 및 문제 해결
_____ 관리자 나 다른 적절한 직원이 일반적으로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제를 토론 할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_____ 주민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 할 수있는 방법을 가지고있는 입소 평의회 나 조직이 있습니까?
____ 주민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 할 수있는 방법을 가지고있는 입소 평의회 나 조직이 있습니까?
____ 불만족 한 거주자를위한 항소 절차가 있습니까?
____ 시설에 불만이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과거의 문제들과 그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의논을 할 수 있습니까?
_____ 시설이인가를 받았거나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까? 아니면 메디 케어 / 메디 케이드 자격이
정지 되었습니까?

가정 안전 점검표
매년 많은 미국인들이 집안과 그 주변에서 부상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PSC)는 매년 65 세 이상의 622,000 명 이상이 병원 응급실에서 매일 같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상해로 치료를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
집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전기 및 전화 코드를 점검해야합니다. 러그, 러너 및 매트; 전화 지역; 연기
탐지기; 전기 콘센트 및 스위치; 전구; 공간 히터; 나무 타기 용 스토브; 그리고 비상구 계획.
철사
예 ___ 아니오 ___1. 램프, 연장 및 전화 코드가 트래픽 흐름에서 벗어 났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가구와 러그 또는 카펫 아래에서 코드를 빼내고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예 ___ 아니오 ___3. 코드를 벽 또한 베이스 보드에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 시켰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4. 전기 코드는 닳거나 부서지지 않고 양호한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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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___ 아니오___5. 코드와 기기에 표시된 등급에 표시된대로 연장 코드가 적정 하중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럭스, 러너 및 매트
예 ___ 아니오 ___1. 모든 작은 양탄자 및 주자는 미끄럼 방지입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긴급 전화 번호가 전화 상 또는 그 근처에 게시됩니까?
예 ___ 아니오 ___3. 당신이 넘어 지거나 (서 있거나 벽 전화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다른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금연 탐지기
예 ___ 아니오 ___1. 연기 탐지기가 올바른 곳 들에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연기 탐지기가 올바르게 작동합니까?
전기 콘센트 및 스위치
예 ___ 아니오 ___1. 콘센트와 스위치가 비정상적으로 따듯하거나 뜨겁습니까? (안전을 위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예 ___ 아니오 ___2. 모든 콘센트와 스위치에는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3. 램프는 램프 또는 조명기구에 적합한 크기 및 유형입니까?
공간 히터
예 ___ 아니오 ___1. 3- 구 플러그가있는 히터는 3 구 콘센트 또는 올바르게 부착 된 어댑터에
사용됩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작은 난로와 히터는 넘어지지 않는 공간에 있고, 커튼이나 러그와 같은 가구 및
가연성 물질에서 멀리 떨어 뜨려 놓았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3. 집에 등유 히터, 가스 히터 또는 LP 가스 히터와 같은 공간 난방 장비가있는
경우 설치 및 작동 지침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도 가열 장치
예 ___ 아니오 ___ 1. 나무 타는 장비가 제대로 설치 되었습니까?
비상 탈출 계획
예 ___ 아니오 ___1. 화재 발생시 비상 탈출 계획과 비상 탈출 계획이 있습니까?
너의 부엌
주방에서는 거리 영역, 모든 전기 코드, 조명, 모든 투구 매트 및 전화 영역 및 전화 영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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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영역
예 ___ 아니오 ___1. 타월, 커튼 및 기타 범위의 물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당신이 요리하는 동안 소매에 짧거나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3. 주방 환기 시스템 또는 레인지 배출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조리하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4. 모든 연장 코드 및 기기 코드가 싱크대 또는 거리 영역과 떨어진 곳에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5. 좋은 조명이 스토브, 싱크대 및 조리대 작업 영역에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6. 안정되고 좋은 의자가 있습니까?
거실 / 패밀리 룸
거실 / 거실에서 모든 러그 및 주자, 전기 및 전화 코드, 조명, 벽난로 및 굴뚝, 전화 지역 및 모든
통로를 점검하십시오.
예 ___ 아니오 ___1. 굴뚝들은 잎이 쌓여서 찢어지며, 그 밖의 파편들은 그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작년에 굴뚝 청소 했습니까?
전화 지역
예 ___ 아니오 ___1. 복도, 객실 간 통로 및 기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잘 켜져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출구와 통로는 명확하게 유지되어 있습니까?

욕실
욕실에서 욕조 및 샤워 실, 수온, 매트 및 매트, 조명, 소형 가전 제품 및 의약품 저장 공간을
확인하십시오. Seniors, Inc.의 자원 85 자원 목록 2010-2011 가정 안전 점검표
배트와 샤워 시설
예 ___ 아니오 ___1. 욕조와 샤워 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마모 스트립 또는 미끄럼 방지 표면이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욕조와 샤워 실에는 하나 이상의 (바람직하게는 2 개의) 잡아 당길 바가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3. 수온이 120 도 이하입니까?
조명
예 ___ 아니오 ___1. 조명 스위치는 욕실 입구 근처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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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가전 제품
예 ___ 아니오 ___1. 헤어 드라이어, 면도기, 컬링 아이언 등과 같은 소형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았습니까?
의약품
예 ___ 아니오 ___1. 모든 의약품은 들어있는 용기에 보관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침실 침실에서 모든 러그와 러너, 전기 및 전화 코드 및 침대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침실
침실에서 모든 러그와 러너, 전기 및 전화 코드 및 침대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주변 지역
예 ___ 아니오 ___1. 램프 또는 전등 스위치가 각 침대에서 닿을 수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화산재 쟁반, 흡연 재료 또는 기타 화재 원인 (히터, 핫 플레이트, 찻 주전자
등)은 침대 또는 침구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3. 전기 담요를 덮고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예 ___ 아니오 ___4. 전기 담요의 양끝을 "껴안는"것을 피합니까?
예 ___ 아니오 ___5. 켜져있는 발열 패드로 잠을 자십니까? (안전을 위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예 ___ 아니오 ___6. 침대 옆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지하실 / 차고 / 워크샵 / 보관 구역
지하실, 차고, 작업장 및 보관 장소에서 조명, 퓨즈 박스 또는 회로 차단기, 전기기구 및 전동 공구,
전기 코드 및 인화성 액체를 점검하십시오.
조명
예 ___ 아니오 ___1. 작업 영역, 특히 전동 공구가 사용되는 영역에 조명이 잘 들어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어두운 지역을 처음 걸을 필요없이 조명을 킬 수 있습니까?
퓨즈 박스 또는 회로 차단기
예 ___ 아니오 ___ 퓨즈가 사용되면 회로에 맞는 크기입니까? 가정 안전 체크리스트 86
http://www.resourcesforseniors.com/
가전 제품 및 전원 도구
예 ___ 아니오 ___1. 전동 공구에 3 구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거나 이중 절연 상태임을 표시합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전동 공구에 경비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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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___ 아니오 ___3. 접지 핀을 제거하거나 부적절하게 어댑터를 사용하여 3 구 플러그의 접지
기능을 무력화 했습니까? (안전을 위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인화성 및 휘발성 액체
예 ___ 아니오 ___1. 휘발성 액체 용기에 단단히 덮여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휘발유, 도료, 용제 또는 기타 증기 또는 흄을 방출하는 제품이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보관됩니까?
계단
모든 계단에서 조명, 난간, 계단 및 덮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조명
예 ___ 아니오 ___1. 계단 조명이 밝게 되어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2. 조명 스위치는 계단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합니다.
예 ___ 아니오 ___3. 단계를 통해 보안 기반을 확보 할 수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4. 계단이 똑같은 크기와 높이의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5. 계단 위의 덮개는 양호한 상태입니까?
예 ___ 아니오 ___6. 계단의 가장자리를 잘 볼 수 있습니까?
예 ___ 아니오 ___7. 계단에 무엇인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주기적으로 집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재난 대비
재해 공급 체크리스트
기본적인 재난 보급 장비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 재난을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정에서
항상이 품목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허리케인 시즌 전과 겨울 날씨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일년에 두 번씩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악천후가 예측되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_____ 응급 처치 키트 및 필수 의약품
_____ 배터리 전원 라디오
_____ 손전등
_____ 라디오 및 손전등을위한 여분의 배터리
_____ 통조림 및 깡통 따개
_____ 생수 (1 인당 최소 3 갤런)
_____ 옥외 용품을 포함한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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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담요 또는 침낭
_____ 요실금 제품 또는 의료 용품과 같은 노약자 또는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특수 용품

겨울 폭풍
겨울 폭풍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

재난 공급 키트 확인

•

여분의 담요를 준비하십시오.

•

각 가정 구성원이 따뜻한 코트, 장갑 또는 장갑, 모자 및 방수 장화를 착용하도록하십시오.

•

자동차 용 재난 용품 키트도 조립하십시오.

•

겨울 폭풍이 오기 전에 자동차를 겨울철에 태우십시오. 폭풍 경고를 위해 계속
지켜봐주십시오 NOAA 날씨 라디오 및 현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서 업데이트 된 폭풍
정보를 청취하십시오.

겨울철 폭풍우의 시계 및 경고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라.
•

겨울 폭풍 감시는 겨울철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겨울 폭풍 경고는 겨울 폭풍이 해당 지역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눈보라 감시는 강한 바람, 앞이 안 보일 정도에 눈, 그리고 위험한 바람이 예상됨을
의미합니다. 즉시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겨울 폭풍 감시가 발령되면.

•

NOAA Weather Radio,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추가 업데이트를 들어보십시오.

•

날씨 변화에주의하십시오.

•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십시오. 겨울 폭풍 경고가 발행되면.

•

폭풍우 동안 실내에 머물러 라.

•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경우 여러 층의 경량 의류가 단 하나의 무거운 코트보다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

장갑과 모자는 신체 열의 손실을 방지합니다. 폐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가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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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 된 피부에 바람과 차가운 온도의 냉각 효과가 결합 된 풍속의 위험성을 이해합니다.
바람이 증가함에 따라 열은 정해진 속도로 사람의 몸에서 멀리 옮겨져 체온을 내린다.

•

눈이나 얼음이 많은 인도에서 조심스럽게 걷기.)

•

폭풍이 지나간 후에 눈을 삽 경우 매우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므로
빈번하게 휴식을 취하십시오.

•

과다 복용을 피하십시오.

•

폭풍 속에서 차로 여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러나해야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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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트렁크에 재난 용품 키트를 소지하십시오.

o

비상시 사용을 위해 자동차의 가솔린 탱크를 가득 채우고 연료 라인이 안 얼게
하십시오.

o

누군가에게 목적지, 경로 및 도착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차가 길에서 막혀버리면
추적된 장소로 도움을 보낼수 있십니다.

•

겨울 길에 조난된 경우:
o

차에 머물러 주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걸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o

구조 대원이 볼 수 있도록 안테나에 밝은 색 천 (빨간색이 좋음)을 묶어주십시오.

o

자동차 시동걸고 매 시간 마다 10 분 동안 히터를 사용하십시오.

o

매연이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배기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o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엔진 작동중 오버 헤드 표시등을 켜놓으십시오.

o

앉아있는 동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혈액 순환과 따뜻함을 유지하십시오.

o

맑은 공기가 차안을 들어올수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쪽 창문을 약간
열어놓으십시오.

허리케인 응급 상황을위한 게획을 대비하십시오.
•

재난 비상 키트를 확인하십시오.

•

비옷과 더운 날씨에 대비한 의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대피시 차량에 도로지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허리케인의 주의와 경고의 뜻을 숙지하십시오.

•

o

주의: 보통 36 시간 이내에 어느 특정 지역에 태풍이 발생할수 있는 경우.

o

경고: 보통 24 시간 이내에 어느 특정 지역에 태풍이 나타날수 있는 경우.

o

개인 대피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을경우 행선지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 장소 - 타지에 있는
친구집, 모텔 또는 피난처를 선택하십시오. 어디로 갈 계획인지 알수있도록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피 행선지 카피를 나누어주십시오.

•

해당 장소의 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로지도를 항상 소지하십시오. 도로가
폐쇄되거나 막히면 대체 경로 또는 익숙하지 않은 경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NOAA 라디오 일기 예보, 지역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의 대피 지침을 들어보십시오.
대피하라는 지시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하십시오.

•

미리미리 강풍을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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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허리케인 셔터를 설치하거나 집의 각 창마다 3/4 인치의 해양 합판을 미리
잘라놓으십시오. 합판에 앵커를 설치하시고 합판에 구멍을 뚫어 신속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o

질병이나 손상된 나뭇 가지를 제거하고 바람이 잘 통과할수있도록 하여 나무들이
강풍에 잘 견딜수있도록 하십시오.

•

허리케인 주의 또는 경고가 발행 될 때 해야할 행동지침을 숙지하십시오.

•

지역 공무원의 조언을 듣고, 지시대로 대피하십시오.

•

준비 태세를 확인하십시오.

•

대피가 임박하면 차 안에 기본 재난 대비품을 실으십시오. 필시 복용 약을 준비하십시오.

•

대피 명령이 발행하지 않을 경우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실내에서에 머무르십시오.)

•

주의하세요. 폭풍바로 전의 조용한 침묵이 속일수있습니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지나가고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오면 폭풍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바람에 의해 손상된 나무, 관목, 건물 및 기타 물체는 첫 번째 바람과
반대 방향 인 두 번째 바람에 의해 다시 손상되거나 파괴 될 수 있습니다.

•

토네이도에주의하십시오. 토네이도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도중이나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중앙, 창문이없는 옷장 또는 욕실에 머무르십시오.

•

홍수지역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홍수가 난 길을 만나면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물이
주변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차에서 나와 높은 지대로 올라가십시오.

허리케인이 끝난 후에해야 할 일들을 숙지하십시오.
•

NOAA 라디오 일기 예보 또는 지역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의 안내를 계속 들으십시오.

•

대피했을 경우, 지역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말하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

집에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사용하십시오. 촛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토네이도
가정 토네이도 대피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

토네이도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올 경우를 대비 해 가족들이 모일 수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지하실이 가장 좋은 장소 이지만, 지하실이 없다면 중앙 복도, 욕실 또는
최하층에있는 옷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를 장애물이 없이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고층 건물에 있다면 가장 낮은 층에 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중앙의
복도에서 장소를 정하십시오.

•

토네이도가 접근 할 때 모두가 무엇을해야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정기적 인 토네이도
훈련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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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서 실 시간으로 중계 되는 폭풍정보를 계속 청취하십시오.

•

토네이도 주의와 토네이도경고의 의미를 숙지 하십시오:
o

토네이도 주의는 당신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토네이도 경고는 토네이도가 발견되어 귀하의 지역으로 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

토네이도 주의가 경보 됐을 때:
o

추가 업데이트를 위해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o

날씨 변화에주의하십시오.

o

흩 날리는파편이나 다가오는 토네이도 소리가 당신에게 경고 해 줄 수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화물 열차가 달려 오는 것처럼 들린다 고 말합니다.

•

토네이도 경고 발행시:
o

집 안에 있으면 유리 및 기타 흩 날릴 수 있는 물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정해 놓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토네이도가 귀하의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o

당신이 밖에있을 경우, 가까운 튼튼한 건물의 지하실로 서둘러 대피
하시거나 아니면도랑이나 낮은 지역에 납작하게 누우십시오.

o

자동차 또는 이동 주택에있는 경우, 즉시 밖으로나아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하십시오( 위 항목에 언급 한 대로.

•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o

넘어진 전선에주의하고 파손된 장소에 접근 하지 마십시오.

o

정보 및 지시사항을 위해 라디오를 청취 하십시오.

o

손전등을 사용하여 집에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촛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허리케인이나 눈 폭풍으로 복용 할약이 바닥이 난 다면 ... 이것은 큰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

t 허리케인, 홍수, 겨울 폭풍 등의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은 복용 할
약이 떨어 지는 것 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내일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있는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처방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항상 보충 해 놓으십시오.

•

대부분의 보험 플랜에서는 한 달 치 3 ~ 7 일 전에 약을 보충 할 수 있습니다. 가능 하면 1
년에 1-2 회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로 여분의 약을 준비 해 두십시오 .

•

냉동과 같은 특별한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정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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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ocet 및 Ritalin 과 같이 매번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가정의
비상 사태가 선포 될 때만 사용하도록 표시된 특수 처방전을 작성한 후 비상 서류와 함께
처방전을 보관하십시오.

•

누구나 응급 상황 때에 즉시 들고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가방을 준비 하십시오. 통증 완화제
및 비타민과 같은 처방전없이 살 수있는 품목과 여분의 복용약들을 방수 지퍼가 달린
봉지에 넣어 준비한 손가방에 넣어 보관 하십시오. 각 품목을 원래 용기에 보관하고 일년에
두 번 업데이트 하여 만료되었거나 중단 된 약품들을 처분하십시오.

•

누구나 약품 목록, 복용 방법 및 처방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
목록은 일년에 적어도 두 번 업데이트해야하며 방수가 된 봉지에넣어 Grab & Go Bag 에
보관 하십시오. 또한 비상 연락 담당자에게이 목록의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이 페이지의
뒷면에있는 지침서를 사용하여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재난 발생시, 1-800-662-7030 또는 1-877-452-2514 (TTY)로 CARE-LINE 에 전화하여 해당 지역의 응급
서비스 및 피난처에 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애완 동물이있는 경우 그들의 약품, 기록 및 사진을 Grab & Go Bag 에 포함 시키십시오.

의약품리스트 만들기
•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약품 목록, 사용법 및 처방 한 의사에 대한 목록을 만드십시오. 진통제
나 비타민 같은 처방전없이 살 수있는 물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합니다.

•

비상 용품과 함께 현재 의약품 목록을 보관하고 비상 연락망에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

보험 카드 사본을 앞면과 뒷면에 붙이십시오.)

•

의사를 방문 할 때마다 귀하의 목록을 가져 오십시오.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록을 작성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약사에게 처방전의
상세 목록을 인쇄하도록 요청한 다음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품목을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긴급 연락처 이름 /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
약국 이름 / 전화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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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 결정 및 미래 치료에 대한 지침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누가 내 간병 또는 치료를 결정합니까?

•

18 세 이상이며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의사 소통 능력이 있다면, 귀하는 귀하의 건강 / 정신
건강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처치 나 처치에 대해 의사 나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와 상담해야 할 일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의사 또는 정신 건강 제공자가 권장하는 치료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싶다면 "사전 지시문"이 필요합니다.)

•

사전 지시서는 무엇입니까?
o

사전 지시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잃어 버렸다면 원하는 건강 / 정신 건강
치료에 관해주는 일련의 지시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공식 사전 지시서를
작성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사망 선택 유언, 다른 하나는
건강 관리 위임장이라고하며 다른 하나는 정신 건강 치료를위한 사전
지시서라고합니다.)

•

사전 지시문을 가지고 있어야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됩니까?

•

사망 선택유언, 건강 관리 위임장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위한 사전 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없고 사망 선택 유언장, 정신 건강 치료를위한
사전 지시서 또는 건강 관리 직원 (귀하를 위해 의료 / 정신 건강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명
된 사람)이 없으면, 의사 또는 정신 건강 관리 제공자는 당신과 가까운 지인과 이 문제에
대해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당신의 의지를 알려 준다면, 사전지시문을 작성 하기가
그만큼 수월 해 집니다.

•

사망 선택 유언장은 무엇입니까?
o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사망 선 택유언장 또는 "자연 사망에 대한 지침"은 다른
사람에게 말기 나 중병이 있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이없고 깨어날 수 없을 때
자연사로 사망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사망
선택 유언장에당신은 튜브 먹이는 것과 같은 "lifepongonging measures"을 사용하지
않도록 의사에게 지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관리 직원 (다음 섹션 참조)이
지침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의 새 버전은 NC
입법부에 의해 2007 년에 채택되었으며, www.nclifelinks.org/ahcdr 에서 입수 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위임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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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나중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자신을 결정할 수없는
경우 귀하의 의료 / 정신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귀하의 건강 관리인이라고합니다. 건강 관리 위임장은 귀하가 대리인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어떤 의학 치료 / 정신 건강
치료를 원하고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관리 직원은
귀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새 버전은 NC 입법부에
의해 2007 년에 채택되었으며, www.nclifelinks.org/ahcdr 에서 입수 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관리인을 어떻게 선택해야합니까?
o

서면으로 작성하기 전에 신뢰하는 성인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소원을
토론해야합니다.

•

정신 건강 치료를위한 사전 지시서는 무엇입니까?
o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나중에 당신 스스로 결정 할 수 없을때,정신 건강
치료를위한 사전 지시서는 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신의 정신 건강
치료에 관한 원하는부분과 원치 않는 부분을 알려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유효한 건강 관리 위임장의 일부로 귀하의
정신 건강 진료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

사전 지시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o

정식 사망 선택 유언장, 건강 관리 위임장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위한 사전 지시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합니다. 이 규칙은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 또는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 할 수있는 의사에게 귀하의 희망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사망 선택 유언장, 건강 관리 위임장 및 정신 건강 치료를위한 사전
지시서는 귀하의 상태와 치료 선택을 이해하고 선택을 알 수있는 동안 귀하가
작성하고 서명해야합니다. 2 명의 유자격자는 세 가지 유형의 사전 지시서를 모두
확인해야합니다. 사망 선택 유언장과 의료 위임장 모두 반드시 공증 받아야합니다.

•

사전 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양식이 있습니까?
o

예.사망 선택 유언장 양식, 건강 관리 위임장 양식 및 정신 건강 치료지시서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정식 사전 지시문의 모든 규칙을 충족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소원을 충족 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양식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정부 웹 사이트 www.nclifelinks.org 에서이 표준 서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씨니어를 위한 자료 센터에 전화 걸어 양식을 보내주도록 요청
하십시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 변호사를 고용 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는이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사전 지시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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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망 선택 유언장은불치로 인한 사망 직전이나,의식 불명이며 다시 깨어 날 수
없다는 의사의 선고가 있을 때, 또한 불 치의 말기 치매를 앓고 있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료 관리 위임장의 효력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할수 없거나 당신의
의료 선택이 확인되어 의사의 결정이 문서로 기재되었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의료 위임장을 만들때 의사를 지명할수있고, 결정을
내릴수있는 정신 의료 담당자를 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치료하며 차 후에
결정할수있는 의사에게 결정을 맡길수있습니다. 사전 지시서는 당신 담당의사나
정신 치료 담당자에게 제시할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신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며 당신의 정신치료의 선택이 확인되었을때, 의사는
서류에 지시한대로 따릅니다. 의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후, 건강 관리원은 당신을
위한 진료선택을 결정할수있습니다.

o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o

의사에게 언제든지 취소 의사를 밝히고 모든 사본을 폐기하겠다고 알리면
언제든지 귀하의 의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정하고 서명하여
의사와 건강관리인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줌으로 당신의 의료 위임장을
변경할수있고 알릴수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수있고 그 사항을 알릴수있을때
정신치료의 관한 사전 지시서를 취소할수있습니다, 당신의 의사나 다른 치료
담당자에게 그것을 취소하기를 원한다고 알림으로써.

•

사전 지시서에 대에서 누구와 상담해야합니까?
o

사전 지시서와 귀하가 받고자하는 건강 관리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대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합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소중한 대화를 나누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는
의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관한 질문에 대답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 또는 다른 신뢰할 수있는 조언자와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수있습니다.

•

사전 지시서는 어디에 보관해야합니까?
o

가족이 그것을 얻을 수있는 안전한 장소에 사본을 보관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수있도록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수없는 경우 귀하의 가족, 의사 또는 기타 건강 /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직원 및 귀하의 보살핌에 대해 질문 할 수있는
가까운 친구에게 사본을 나누어주십시오.

•

다른 주에 이미 사전 지시서를 갖고있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o

다른주의 사전 지시문은 노스 캐롤라이나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사전 지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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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변호사가 다른 주에서 작성한 사전 지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 계획의 끝
사망 직전과 직후의 기간은 많은 결정을 내리며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며, 긴장된 감정을
추스려야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가족과 함께 계획을 토론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되며
어려운시기에 많은 불안과 갈등을 예방 할수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문제와 다양한시기에
완료해야 할 과제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사항입니다. 더 많이 미리 계획을 세울수록, 유족들에게
대한 어려움이 줄어 들수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기:
대한 귀하의 가치관과 느낌을 고려하십시오.
•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할 시기를

•

당신 스스로 말할수없는 경우에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사망후에 몸이나 장기를 기부 하시겠습니까?

•

어떤 종류의 장례식을 선호합니까?

사망 선택 유언장과 건강 관리 위임장을 포함한 사전 지시서 작성
•

시체 처리와 장례 준비에 대한 귀하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

부동산을 처리 할 집행자와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

가족이 중요한 서류 및 재정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서류 자료를 모아주십시오.

대화하십시오.
•

가족, 의사, 성직자 및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소원을 의논하십시오.

•

귀하의 건강 관리 직원과 유언 집행자가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중요한 분들이 당신의 소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당신이 그들 사이의
갈등을 예상 할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

죽음이 가까울때 귀하의 사전 지시서가 가족, 의사 및 병원 기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족 및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계획을 서면으로 제공하십시오.

•

사회 보장 번호, 생명 보험 증서, 유언장, 은행 계좌 등 중요한 문서 및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가족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망 후 원하는 경우 사망 기사 작성이나 검토 하십시오.

•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을 경우 유족들은 담당의사, 호스피스등이게 통보해야합니다.

•

사망 진단서 작성을 위해 준비하고 여러 장의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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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경우 신체 / 장기 기증을위한 실행 계획과, 장례식장과 장례식 날짜를
결정하십시오.

•

친척, 친구, 고용주에게 알립시오.

•

필요한 경우 여행 및 숙박 계획으로 타 지역 친척들을 도와주십시오.

•

사망 기사를 신문에 게시하십시오.

•

집이나 재산이 비워져있을 경우 대비해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

사회 보장금, 연금 계획 또는 기타 혜택 지급 담당자에게 통지하십시오.

•

생명 보험 회사에 통지하십시오.

•

부동산 처리 문제를 마련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