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서비스 제공자용Medicaid 대체  
간호 및 노인 맞춤 지원

워싱턴 주는 자택에서 생활하시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두 가지 지원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무급 가족 간병인 분들 
또는 현재 무급 간병인 없이 생활하는 환자 분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당 지역사회 생활 
연계 사무실 또는 노인 지역 관리 기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며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간병 수혜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간병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병 수혜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병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Medicaid  
요건

간병 수혜자는 현재 
Apple Health(Medicaid)
에 등록된 분으로 한
정합니다.

Medicaid 수혜자격은 
요구조건이 아닙니다. 
2017년 현재 재정적  
측면에서 수혜자격  
요건에 따르면 월  
총소득은 $2,205 미만, 
자산 가치는 개인의 
경우 $53,100 미만, 
결혼한 부부의 경우 
$108,647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간병 수혜자는 목욕, 
걷기, 약물 복용, 이동 
등의 일상 생활 활동
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한정합니다.
 

간병 수혜자는 목욕, 
걷기, 약물 복용,  
이동 등의 일상 생활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한정합니다.

이름

간병인

간병인 또는 간
병인 없는 노인 
환자

프로그램  
이름

Medicaid 대체 간호
(Medicaid Alternative 
Care, MAC)

노인 맞춤 지원 
(TSOA) 

무급 간병인은 저희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지원의 중추가 되는 분들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무급 간병인들이각자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 고품질 간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환자 또는 간병인을  

위한 시기적절하고  

한정된 서비스 및  

지원은 자택에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 수혜 범위에  
해당되는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사노동 및 심부름
•지원 그룹 및 상담사
• 전문 의료 기구 또는  

의료용품
•일시적 위탁 서비스 

•교육 기회 

•성인 데이 헬스 또는 성인 데이 케어
• 간병, 지역사회 내 자원,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노인 맞춤 지원 하에서 개인 지원 서비스(개인 간병 및 
간호사 파견을 포함)는 간병인이 없고 55세 이상이며  
신체 기능 및 재정적 요건을 충족시킨 성인이 일시적  
위탁 서비스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추가 항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 수혜 가능 금액은  
매월 최대 $550입니다.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 생활 연계/지역 노인 관리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위치와 지역 사무실 전화번호는  
www.waclc.org의 Connect(연결) 섹션에서 확인하시거나 
무료 전화번호 1-855-567-0252를 이용하십시오.

혹은 www.dshs.wa.gov/altsa/home-and-community-
services/caregiver-resources를 방문하시어 이 프로그램  
및 기타 간병인 자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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