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
RESIDENTIAL CARE SERVICES DIVISION

노약자의 권리
Vulnerable Adult Statement of Rights

NH, ALF, AFH, ICF/IID (비 RHC) 및 ESF 용
RCW 74.3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및 방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및 방치를 겪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DSHS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보건사회부) 및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 있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또는 방치를 신고한 데 따른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정중한 태도와 언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신고서 제출, 조사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 귀하의 장애를 감안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및 방치 가해자가 귀하의 자택에 남아 있거나 귀하와 접촉하거나 귀하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명령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기관에 귀하를 의뢰해 드릴 것입니다.
6. DSHS 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변호, 조사 혹은 조치가 가능한 타 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7. 귀하가 피해를 입은(법으로 제정된 요건 내)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조사 현황, 절차, 소송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안전 계획, 조사 및 심의회에 도움이 될 변호를 의뢰하거나 법적 조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적정
기관에 귀하를 의뢰해 드릴 것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참조하십시오.
9. 조사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DSHS 에 공식/비공식적 항의를 제기하고 신속한 응답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기, 학대, 방치, 자기 방임 및 금전적 착취를 신고하거나 보호 명령서를 요청하시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입소 요양 서비스 이의제기 핫라인 (Residential Care Services Complain Hotline)
1-800-562-6078
음성/TTY 접속 전화 1-800-737-7931
주정부 장기요양 서비스 옴부즈맨(민원처리실) (State Long-Term Care Ombud’s Office) 연락처:
1-800-562-6028
TTY: 1-800-737-7931
워싱턴주 장애인 권리 (Disability Rights of Washington) 연락처:
1-800-562-2702
워싱턴 릴레이(TTY), 711 을 통해 이용 가능
발달 장애 사무실에 연락하기 옴부즈 (Offi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Ombuds) 민원 신고
전화:
음성: (833) 727-8900
통역 이용 가능
TTY: 711 Washington Relay Service 를 이용해 주십시오
VULNERABLE ADULT STATEMENT OF RIGHTS INTENDED FOR USE IN NH, ALF, AFH, ICF-IID (NON RHC) AND ESF
DSHS 16-234 KO (REV. 03/20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