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소 선별 및 입주민 검토
(Pre-Admission Screening and Resident Review)
가족 정보

PASRR란 무엇인가?

PASRR(Pre-Admission Screening and Resident Review)은 요양 시설 서비스에
위탁되었고 지적 장애 또는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위한
선별 및 평가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분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뿐 아니라 각자 속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ASRR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는 기능적 기술 증진, 독립성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PASRR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간호 요구와 필요한
서비스는 사람 중심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가족 또는 동료-멘토링,
지역사회 접근성, 취업 또는 행동 지원, 치료 요법 또는 보조 공학이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ASRR 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의 PASRR 평가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평가를 받는 당사자가 원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PASRR
평가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 시설 퇴소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PASRR 서비스가 있습니까?
PASRR 특화 서비스는 연방 Medicaid
규정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이며
해당 서비스는 지적 장애인 또는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이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간호를 받으시는
동안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소
후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SRR
평가자가 수혜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의뢰인을
위탁해드립니다.
PASRR 프로그램 참여자가 퇴소 준비가 되기 전에 요양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입소한 가족이 퇴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요양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주 거주민의 경우에 요양 시설 서비스
수혜자격은 해당 개인의 질병과 지원 요구에 의해 결정됩니다.
PASRR은 결코 준비가 안 된 입소자를 요양 시설에서
퇴소시키지 않습니다.

서비스 수혜 장소가 Adams, Chelan, Douglas, Grant,
Ferry, Lincoln, Okanogan, Pend Oreille Spokane, Stevens
또는 Whitman counties이신 분은 (509) 329-2900으로
전화하시거나 DDAR1pasrrteam@dshs.wa.gov로 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수혜 장소가 Asotin, Benton, Franklin,
Garfield, Kittitas, Klickitat, Walla Walla 및 Yakima
counties이신 분은 (509) 225-7970으로 전화하시거나
DDAR1pasrrteam@dshs.wa.gov 로 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수혜 장소가 Island, San Juan, Skagit, Snohomish
또는 Whatcom counties이신 분은 all (425) 339-4833으로
전화하시거나 DDAR2pasrrteam@dshs.wa.gov로 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수혜 장소가 King County이신 분은 (206) 568-5700
으로 전화하시거나 DDAR2pasrrteam@dshs.wa.gov 로
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수혜 장소가 Clallam, Jefferson, Kitsap
또는 Pierce counties이신 분은 (253) 404-5500으로
전화하시거나 DDAR3pasrrteam@dshs.wa.gov 로 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수혜 장소가 Clark, Cowlitz, Grays Harbor,
Lewis, Mason, Skamania, Thurston 및 Wahkiakum
counties이신 분은 (360) 725-4250으로 전화하시거나
DDAR3pasrrteam@dshs.wa.gov 로 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요양 시설에서 나가고 싶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다른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PASRR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shs.wa.gov/pasr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PASRR 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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