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피플 등록 절차


센터 방문 후 상담



간단한 건강 검진



등록비 지불방법: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 보험 & 개인 비용

케어피플 이용시간


월요일 – 토요일: 7:00 am – 4:00 pm
회원의 치료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에 최소

o

5‐6 시간 도와드립니다.
센터 이용시간 중에 야외활동과 병원방문을 센터

o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가족 혜택:


저렴한 비용



간병 스트레스 완화



치매 및 우울증 증상 완화와 치유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과 간호팀

회원들혜택:
케어피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는 회원들의 신체와
정신 및 사회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체조와 걷기 운동



미술활동과 구슬 공예수업



음악과 놀이치료



건강 세미나와 토론시간



건강하고 다양한 아침과 점심식사

“저희 아버님께서 케어피플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시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도 잘하시고, 센터 내에서 산책을 통해
근력을 찾아 다시 건강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케어피플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시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케어피플, 너무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703-506-3333

www.carepeople.net

케어피플 어덜트 데이케어센터
6860 Commercial Drive
Springfield, VA, 22151
703‐506‐3333

케어피플 홈 헬스
7620 Little River Turnpike #500

케어피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믿고 신뢰할수 있는
전문적인 성인 데이케어센터
6860 Commercial Dr. Springfield, VA 22151
Mon -Sat 7:00 am - 4:00 pm

Annandale, VA 22003

Phone: 703-506-3333 / 24hour on call

571‐297‐4747

Fax: 1-877-437-5151
carepeopleinfo@gmail.com

케어피플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

제공되는 서비스

전문 간호사의 건강 관리

케어피플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은 모든 회원들의



아침, 점심 식사와 간식

케어피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의 전문 간호사들이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회원님의



회원들의 건강체크와 회원 개인별 복용

회원님들의 건강상태를 항상 주의깊게 관리합니다.

사회적 필요, 건강 및 신체적 필요에 대한

약 관리 도움

전문가들의 평가 후에 회원님들께 맞는 맞춤



명절 및 특별 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센터내 숲속길 걷기



매월 생신잔치



그룹활동



교통편 제공



회원 개인에 따른 활동 계획



치매 환자 돌봄



화장실 도움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가족 상담



간호계획 및 재활 상담



야외활동



o

신체능력

o

사회적 기술

o

감정상태

o

인지능력

매월 제공되는 스케줄을 통해 회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 참여할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케어피플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은 회원님들의
만성병으로 인한 제한된 신체 능력에 따라
놀이치료 활동을 적용시킨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o

벚꽃 놀이

o

봄 & 가을 소풍

o

봉사활동

o

병원 진료 예약



신체적 활동

o

물리치료 예약 및 치료



인지적 활동

o

정기적인 은행 방문



사회적 활동

o

정기적인 그로서리 쇼핑

o

커뮤니티 문화 행사 및 특별 활동



감정적 활동



야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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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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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방문시 교통편 제공및 동행





활력 징후 체크 (체온, 맥박, 호흡과 혈압)
체중 관리
당뇨관리 및 영양 교육

케어피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전문 간호사들은 항상
회원님들 건강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상담 제공
보호자와 함께 회원님의 간호 계획및 재활 치료
조정

케어피플 홈 헬스를 통해 간병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또는 개인 지불):
가정에서 장기 혹은 단기 간호 서비스와 개인 위탁
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웃으면 건강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