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주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성인 주간 서비스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www.dshs.wa.gov/adultdayservices

성인
주간 서비스

개인 서비스 제공자용

보호자와 기관들은 성인 주간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함께 일을 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세심합니다."
"전화 상담이 친절하고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수혜자들이 직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언제나 수혜자와 가족을 존중합니다."
"직원분이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뛰어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이 정말 좋습니다."
"매일 참여하고 싶습니다!"

성인 주간 서비스는
관리형 주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성인 주간
보호(ADC) 또는 성인
주간 건강(ADH)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저의 수혜자들 중 일부는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보호자들은 CG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녀와 소리를 내 웃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지원 행정국
(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

"어머니 문제로 직원들과 대화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DSHS 22-1731 KO (8/17) Korean

성인 주간 보호(ADC)

성인 주간 건강(ADH)

ADC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나 등록 간호사나 면
허를 소지한 재활 치료사의 개입 또는 서비스가 필
요하지 않은 성인에게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DH는 숙련된 간호 및/또는 재활 치료를 ADC의
핵심 서비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ADC의 모든 핵심 서비스

•개인 간병 서비스

그리고

•상담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숙련된 간호 서비스

•RN의 정기 건강 모니터링
•일반 치료 활동

•숙련된 치료: 물리 치료 및 작업 치료, 회복 또는
재활 치료,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일반 건강 교육

•지원 상담 서비스, 사례 관리

•감독 및 보호

•일간 요금에 포함된 교통 서비스

•교통편 지원

•CARE 시간 조정 없음

•응급치료
•레크리에이션/사회 활동
•영양식 및 간식
•한 시간 참여 시마다 CARE 시간은 30분 줄어들며
하루 최대 두 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ADC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현재 CARE 평가를 소지하고 있음
•COPES, RCL, New Freedom 또는 기타 승인된 자금
지원에 가입함
•다음의 핵심 서비스 중 충족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이상 있음:
- 개인 간병 서비스
- RN의 상담과 함께 건강 모니터링
- 일반 치료 활동
- 감독 및/또는 보호
- 가정 환경 내 생활

ADH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현재 CARE 평가를 소지하고 있음
•COPES, RCL, New Freedom 또는 기타 승인된 자금
지원에 가입함
•다음의 필요 조건 중 충족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이상 있음:
- 숙련된 간호
- 숙련된 치료
- 상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가정이나 보조
생활 시설, 성인 패밀리 홈에서 생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