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 모델
Better at Home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원 봉사자와
지역 비영리 단체 유급 직원들로 자신들이 돕는 바로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지역 노인을 도우며 주민

Better at Home은 노인의 자택 독립 생활을
도우려고 마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모두에게 다양하고 폭넓고 역동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United Way가 하는 일
United Way of the Lower Mainland는 노인들이 품위 있게
노년을 보내도록 지원하고, BC 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주 전역의 68개에 이르는 지역 사회 내 Better at Home
프로그램의 확대를 관리합니다. 이것은 United Way of the
Lower Mainland가 노인의 독립성 유지와 사회적 소외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 중 한 예입니다.

BC주 전역에 있는 United Way는 소속 지역사회가 노인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 또는 자원 봉사 방법
Better at Home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누구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기만 하면 담당자가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해 드릴 것입니다. 노인이
자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자원 봉사 방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mail: info@betterahome.ca

Better at Home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을 돕는 United Way는 독립 단체입니다.
4060-0513

[Korean]

점증하는 필요 인식
노인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노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게 하려면 자택에서 친구, 가족, 이웃의 도움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자주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Better at Home은 노인들의 간단한 일상 생활을 도움으로써
이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계속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비의료적 재택 지원 서비스의 범위
Better at Home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는 각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문 방문
>> 예약지까지 교통편 제공
>> 가벼운 정원일
>> 간단한 주택 수리
>> 눈 치우기
>> 간단한 가사
>> 식료품 장보기
Better at Home 서비스 요금은 지급 능력을 토대로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뒷면에서 서비스 제공자 정보를 보고 연락하셔서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